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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압축 대상의 부호있는 디지털 데이터에 오프세트값을 부가함으로써 부호없는 디지털 데이터에 변환하는 오프세트 부가
부(3)와 상기 부호없는 디지털 데이터에 대해서 하위 수비트의 반올림 연산을 행함으로써, 1워드 당의 비트 수를 삭감
하는 반올림 연산부(5)와 상기 반올림 연산이 가해진 디지털 데이터를 그 미분값의 극성이 변화하는 점의 시간 간격에
서 표본화하여서 각 표본점에 있어서의 이산적인 진폭 데이터값과 각 표본점간의 시간 간격을 나타내는 타이밍 데이터
값의 조를 압축 데이터로서 얻는 타이밍 신서사이저(6) 및 압축 처리부(7)를 설치하여, 시간축 상의 신호를 압축·압
축 해제할 때에 주파수 변환을 행하지 않고 시간축 상에 그대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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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도
도 1

색인어
압축, 압축 해제, 오프세트, 미분값, 디지털 데이터

명세서

    기술분야

본 발명은 압축 방법 및 장치, 압축 해제 방법 및 장치, 압축·압축 해제 시스템, 기록 매체에 관한 것으로, 특히 연속적
인 아날로그 신호 또는 디지털 신호의 압축 및 압축 해제 방법에 관한 것이다.

    배경기술

종래 화상 신호나 음성 신호 등, 정보량이 많은 신호를 전송하거나 축적하거나 하는 경우, 전송 정보량의 삭감이나 축적 
매체로의 보존 가능 시간의 장시간화 등을 목적으로 하여, 신호를 압축·압축 해제하는 것이 행하여지고 있다. 일반적
으로 아날로그 신호를 압축할 경우, 먼저 소정의 샘플링 주파수에 따라서 아날로그 신호를 샘플링하고 디지털화해서 얻
은 디지털 데이터에 대해 압축 처리를 행한다.

    
예를 들면, 화상 신호나 음성 신호의 압축에 있어서는 DCT(discrete cosine transform) 등의 시간축-주파수축의 변
환 필터를 사용하여 원래의 데이터를 가공한 후에 주파수 영역에서 압축을 행하는 방법이 이용되고 있다. 음성 신호의 
압축 방법으로서 전화 회선에서 잘 이용되는 DPCM(differential pulse code modulation)도 이 점을 의도하여 사용하
고 있다. 또한, 이 DPCM에 의한 압축 방식은 파형을 샘플링할 때에 서로 이웃하고 있는 샘플값의 차분(差分)을 부호화
하는 방식이다.
    

또한, 시간/주파수 변환을 행하는 방식으로서는 서브밴드 필터나 MDCT(modified discrete cosine transform)를 사
용한 방식도 있으며, 이러한 방식을 이용한 부호화 방식으로서 MPEG(moving picture image coding experts grou
p) 오디오를 들 수 있다.

또한,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화상 압축 시스템도 이 MPEG규격으로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다.

전술한 압축 방식에 따라서 압축된 데이터의 압축 해제 처리는 기본적으로는 같은 압축 방식의 압축 처리와 반대의 조
작에 의하여 행하여진다.

즉, 압축된 디지털 데이터는 주파수/시간 변환 처리에 의해 주파수 영역의 신호에서 시간 영역의 신호로 변환된 후, 소
정의 압축 해제 처리가 가해짐에 따라 원래의 디지털 데이터가 재현된다. 그리고, 이와 같이 하여 구한 원래의 데이터가 
필요에 따라 디지털-아날로그 변환되어서 아날로그 신호로서 출력된다.

그러나 상기 종래의 압축·압축 해제 방식에서는 시간축 상의 신호를 주파수축 상의 신호로 변환하여 압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압축시의 시간/주파수 변환 및 압축 해제시의 주파수/시간 변환 등의 처리가 필요하게 된다. 그러므로 처리가 
번잡해지는 동시에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성이 매우 복잡해진다는 문제가 있다. 이는 압축·압축 해제에 걸리는 시간이 
길어질 뿐만 아니라 장치의 소형화를 곤란하게 하는 요인으로 되어 있었다.

    
또한, 일반적으로 데이터의 압축·압축 해제를 생각할 경우에는 압축률을 높이면서 재생 데이터의 품질도 어떻게 향상
시킬 것인지가 중요한 과제로 되어 있다. 그런데, 종래의 압축·압축 해제 방식에서는 화상 신호나 음성 신호의 압축률
을 높이려고 하면 압축 데이터를 압축 해제하여 재생되는 화면이나 음성의 품질이 열화되어 버리고, 역으로 재생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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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 재생 음성의 품질을 중요시하면 화상 신호나 음성 신호의 압축률이 낮아진다는 문제가 있었다. 따라서 압축률의 
향상과 재생 데이터의 품질 향상의 양쪽을 실현하는 것은 극히 곤란하였다.
    

본 발명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신호의 압축·압축 해제 처리를 간소화하여 처리 시간을 
짧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성도 간단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본 발명은 압축률의 향상과 재생 데이터의 품질 향상의 양쪽을 실현하는 새로운 압축·압축 해제 방식을 제공하
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상기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본 발명의 압축측에 있어서는 압축 대상의 부호있는 디지털 데이터에 오프세트값을 부가
함으로써 부호없는 디지털 데이터로 변환하여 상기 부호없는 디지털 데이터에 대해 하위 수비트의 반올림 연산을 행한 
후, 상기 반올림 연산에 가해진 디지털 데이터를 그 미분값의 극성이 변화하는 점의 시간 간격으로 표본화해서, 각 표본
점에 있어서의 이산적인 진폭 데이터값과 각 표본점간의 시간 간격을 나타내는 타이밍 데이터값의 조를 압축 데이터로
서 얻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압축 해제측에 있어서는 상기 압축 데이터 중에 포함되는 진폭 데이터값을 압축측에서 반올림 연산된 비트 수만
큼 배수화한 후, 이것에 의해 얻어진 진폭 데이터값과 상기 압축 데이터중에 포함되는 타이밍 데이터값을 사용하여 상
기 타이밍 데이터에 의해 나타내어지는 시간 간격을 가지는 진폭 데이터 사이를 보간하는 보간 데이터를 구하고, 상기 
보간 데이터로부터 압축측과 같은 오프세트값을 감산함으로써 압축 해제 데이터를 얻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본 발명의 다른 형태에서는 압축측에 있어서, 상기 오프세트값의 부가에 의해 생성된 부호없는 디지털 데이터를 그 값
에 따라서 다른 처리를 행함으로써 데이터값을 바꾸고, 상기 반올림 연산 처리에 도출하는 것과 함께 압축 해제측에 있
어서 상기 배수화처리에 의해 생성된 진폭 데이터를 그 값에 따라서 다른 처리를 행함으로써 데이터값을 바꾸어서 상기 
보간 데이터의 생성 처리에 도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본 발명의 다른 형태에서는 상기 표본점간의 시간 간격이, 상기 타이밍 데이터에 할당된 비트 수로 표현될 수 있는 값을 
넘었을 경우에는 복수의 타이밍 데이터값의 합계에 의해 상기 표본점간의 시간 간격을 나타내도록 하고 있다.

본 발명의 다른 형태에서는, 압축측에 있어서 입력되는 n개의 이산 데이터의 값에 따른 기본 파형의 디지털 데이터를 
오버 샘플링과 이동 평균 연산 또는 합성곱(컨벌루션) 연산에 의해 합성하는 것으로 인해 상기 이산 데이터에 대한 디
지털의 보간값을 구하고, 상기 오버 샘플링된 데이터를 기초로 상기 진폭 데이터와 타이밍 데이터의 조를 압축 데이터
로서 얻도록 하고 있다.

    
본 발명은 상기 기술 수단으로 이루어지므로, 시간축상의 신호를 압축할 때에 시간/주파수 변환을 행하여 주파수축 상
에서 처리할 것 없이 시간축 상에서 그대로 처리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또한, 이렇게 해서 압축된 데이터를 압축 해
제할 때에도 시간축상인 그대로 처리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이것에 의해 압축 및 압축 해제의 처리를 간소화해서 처
리 시간을 짧게 할 수 있는 동시에 그것을 위한 구성을 간소화하는 것도 할 수 있다. 또한, 압축측에서 압축 데이터를 
전송해서 압축 해제측에서 재생할 경우에 있어서도 시간축 상에서의 간단한 보간 연산에 의해 압축 해제측에 입력되어
지는 압축 데이터를 순차적으로 처리해서 재생할 수 있으므로 리얼 타임 동작을 실현할 수가 있다.
    

    
또한, 본 발명에 따른 오프세트값이 부가되어 양의 값만으로 된 부호없는 디지털 데이터에 대해서 하위 수비트의 반올
림 연산을 함으로써 1워드에 대한 데이터 길이를 수비트 삭감 할 수 있으며, 여기서 데이터량을 큰 폭으로 삭감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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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가능하게 된다. 또한, 반올림 연산에 의해 1워드마다 압축한 데이터 중에서도 또한 표준점의 데이터만을 압축 데이
터로서 얻을 수가 있어 고압축률을 실현할 수가 있다. 이 때에 반올림 연산의 대상이 되는 디지털 데이터는 그 비트 수
로 표현할 수 있는 모든 영역중에 일부의 데이터 영역에 집중해서 나타나며, 끝 부근의 데이터 영역(삭감할 하위 수비
트의 데이터 영역)에는 별로 나타나지 않음으로 인해, 이러한 데이터에 대해 하위 수비트를 삭감해도 압축 해제측에 재
생되어질 데이터의 품질의 열화를 억제할 수가 있다.
    

    
본 발명의 다른 특징에 따르면, 압축측에 있어서 반올림 연산을 하기 전에 입력 데이터값과 출력 데이터값의 관계를 1
대1의 관계로부터 벗어난, 비직선화 처리를 함으로써, 가장 잘 데이터가 사용되어지는 데이터 영역에서는 반올림 연산
을 행하고 있는 실제의 수치보다도 작은 수치로 반올림 연산을 행하고 있는 것과 동등한 효과를 얻을 수가 있어서, 반올
림 연산에 의한 재생 데이터로의 영향을 완화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이것에 의해 재생 데이터의 품질의 열화를 더욱
더 억제할 수가 있다.
    

본 발명의 또 다른 특징에 따르면, 표본점간의 시간 간격이 타이밍 데이터에 할당된 비트 수로 표현할 수 있는 값을 넘
었을 경우, 복수의 타이밍 데이터값의 합계에 의해 표본점간의 시간 간격을 나타내도록 함으로써, 예외적으로 발생하는 
큰 시간 간격에 맞추어서 타이밍 데이터에 많은 비트 수를 할당하지 않고, 많은 경우에 필요 충분한 적은 비트 수를 타
이밍 데이터에 할당한 것처럼 할 수 있어 압축률을 높일 수가 있다.

    
본 발명의 또 다른 특징에 따르면 입력되는 이산 데이터에 따른 기본 파형의 디지털 데이터에 대하여 오버 샘플링과 이
동 평균 연산 또는 합성곱(컨벌루션) 연산을 하는 것만으로 원래의 이산 데이터에 대한 연속적인 보간값이 얻어지며, 
이때 어느 한 개의 보간값을 구할 때에는 한정된 수의 이산 데이터의 값만을 고려하면 되므로 절단 오차가 발생하지 않
고 정확한 보간값을 얻을 수 있어, 이 보간값을 써서 압축 처리한 경우에 압축 해제측에서 재생되는 데이터에 관하여 압
축전 원래의 데이터로의 재현성을 향상시킬 수가 있다.
    

이상으로 본 발명에 의하면 간단한 구성으로 압축·압축 해제의 처리 시간이 짧고 또한 높은 압축률과 재생 데이터의 
품질 향상의 양쪽을 실현하는 것이 가능한 새로운 압축·압축 해제 방식을 제공할 수가 있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제1 실시예에 따른 압축 장치의 구성예를 나타내는 블록도이다.

도 2는 오프세트 부가부의 처리예를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 3은 비직선화 처리부의 처리예를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 4는 타이밍 신서사이저의 구성예를 나타내는 블록도이다.

도 5는 압축 처리부 및 타이밍 신서사이저에 있어서의 처리예를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 6은 압축 해제 처리부의 처리예를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 7은 제1 실시예에 따른 압축 해제 장치의 구성예를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 8은 직선화 처리부의 처리예를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 9는 도 5에 나타낸 시각 T1-T2의 구간을 취출하여 본 실시예의 보간 원리를 나타낸 도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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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0은 표본화 함수예를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 11은 이산 데이터와 이들 사이의 보간값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 12는 압축 해제측에 있어서 데이터 보간 처리의 구체예인 보간 연산식에 대하여 설명하기 위한 도면이다.

도 13은 제2 실시예에 따른 압축 장치의 구성예를 나타내는 블록도이다.

도 14는 제2 실시예에 따른 압축 해제 장치의 구성예를 나타내는 블록도이다.

도 15는 제2 실시예에서 이용되는 디지털 기본 파형을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 16은 제2 실시예에 따른 오버 샘플링 및 컨벌루션 연산의 동작예를 설명하기 위한 도면이다.

도 17은 도 15의 디지털 기본 파형으로부터 생성되는 함수를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 18은 도 13에 나타낸 오버 샘플 회로의 구성예를 나타내는 도면이다.

    실시예

(제1 실시예)

이하, 본 발명의 일 실시예를 도면을 참조하여 설명한다.

본 실시예에 따른 압축 장치에서는, 먼저 압축 대상 신호로서 아날로그 신호를 입력할 경우에는 그 입력된 아날로그 신
호를 A/D 변환하여 부호있는 디지털 데이터로 변환한다. 그리고 이 부호있는 디지털 데이터에 오프세트값을 가산함으
로써 부호없는 디지털 데이터로 변환한다. 또한, 이와 같이 하여 얻은 부호없는 디지털 데이터에 대하여 후술할 비직선
화 처리를 행한다.

다음에, 비직선화 처리가 행해진 디지털 데이터에 대해 하위 수비트의 반올림 연산을 행한 후, 이 반올림 연산을 행한 
디지털 데이터를 각 샘플링 포인트 마다 1회 미분하여, 그 미분값의 극성이 변화하는 포인트를 표본점으로서 검출한다. 
그리고, 검출한 각 표본점에서의 진폭 데이터값과 각 표본점이 나타내는 시간 간격을 나타내는 타이밍 데이터값 등을 
구하고, 이 진폭 데이터값과 타이밍 데이터값의 조를 압축 데이터로서 전송 또는 기록한다.

한편, 이와 같이 생성된 압축 데이터의 압축 해제 장치에서는, 먼저 입력된 압축 데이터(진폭 데이터값과 타이밍 데이
터값의 조)의 진폭 데이터값을 압축측에서 반올림 연산된 비트수만큼 배수화한 후, 이에 의하여 얻은 디지털 데이터에 
대해 압축측의 비직선화 처리와는 반대로 직선화 처리를 한다.

그리고, 이 직선화 처리에 의해 얻은 진폭 데이터값과 압축 데이터값 중에 포함되는 타이밍 데이터값을 이용하여 보간 
연산을 행함으로써 개개의 진폭 데이터값 사이를 보간하는 보간 데이터를 생성한다. 또한, 생성된 보간 데이터로부터 
압축측과 같은 오프세트값을 감산하고, 이에 의해 얻은 디지털 데이터를 필요에 따라 D/A 변환해서 아날로그 신호로 
변환하여 출력한다.

도 1은 위의 압축 방식을 실현할 제1 실시예에 따른 압축 장치의 전체 구성예를 나타내는 블록도이다.

도 1에 나타낸 바와 같이, 본 실시예의 압축 장치는 저역 필터(LPF)(1), A/D 변환기(2), 오프세트 부가부(3), 비직선
화 처리부(4), 반올림 연산부(5), 타이밍 신서사이저(6), 압축 처리부(7), 오류 정정 부호화부(8) 및 데이터 메모리(
9)를 포함하여 구성되어 있다.

도 1에 나타낸 압축 장치는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화하여 압축하는 것에 대해 나타낸 것이다. 이하에서는 아날로그 신
호의 한 예로서 음성 신호를 압축하는 경우에 대하여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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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에 있어서, 입력 아날로그 신호는 표본점의 검출을 행하기 쉽게 하기 위하여 LPF(1)에 의해 노이즈가 제거된 후, 
A/D 변환기(2)에 의해 디지털 데이터로 변환된다.

이때, A/D 변환기(2)는 소정 주파수(예를 들면 음성 신호의 경우 44.1㎑)의 입력 클록(CK0)에 따라서 A/D 변환 처
리를 실행한다. 이것에 의해 입력 아날로그 신호를, 예를 들면 16비트의 부호있는 디지털 데이터로 변환한다. 또한, 도 
1에 나타내는 구성에서는 아날로그의 음성 신호를 입력할 경우를 상정하고 있지만, 외부로부터 부호있는 디지털 데이터
를 직접 입력하도록 할 수도 있다. 이 경우에는 LPF(1) 및 A/D 변환기(2)는 필요가 없다.

오프세트 부가부(3)는 A/D 변환기(2)로부터 출력된 부호있는 디지털 데이터에 소정의 오프세트값을 가산함으로써 부
호없는 디지털 데이터로 변환한다. 도 2는 이 오프세트 부가부(3)에 있어서의 처리예를 설명하기 위한 도면이며, 이 중 
도 2의 (a)는 A/D 변환기(2)로부터 출력된 부호있는 디지털 데이터의 한 예를 나타내며, 도 2의 (b)는 이 디지털 데
이터에 대해 오프세트값을 가산한 결과 얻어지는 디지털 데이터의 한 예를 나타내고 있다.

도 2 (a)에 나타낸 바와 같이 아날로그 음성 신호를 디지털 변환한 디지털 데이터는 통상은 진폭 0을 중심으로 양음의 
양측으로 진동하는 데이터로 되어 있다. 이 데이터에 대해 소정의 오프세트값을 부가함으로써, 도 2의 (b)와 같이 양으
로만 진동하는 데이터로 변환한다. 예를 들면, A/D 변환기(2)에서 출력된 디지털 데이터가 부호가 있는 16비트로 구성
되는 경우에 오프세트값으로서 215 =32768을 가산함으로써 디지털의 파형은 그대로인 채로 진폭이 양방향으로만 진
동하는 데이터를 얻을 수 있다.

    
비직선화 처리부(4)는 오프세트 부가부(3)로부터 출력된 도 2의 (b)와 같은 부호없는 디지털 데이터에 대하여 아래에 
기술한 것과 같은 비직선화 처리를 행한다. 도 3은 이 비직선화 처리부(4)에 있어서의 처리예를 설명하기 위한 도면이
다. 즉, 비직선화 처리부(4)는 입력되는 신호의 진폭에 따라서 출력할 신호의 진폭을 바꿈으로써, 도 3의 점선으로 나
타낸 바와 같은 입력 신호와 출력 신호가 1대1(입력 신호축과 출력 신호축의 눈금을 같은 크기로 잡았을 경우 기울기가 
45도가 되는 직선)의 관계가 아닌, 실선으로 나타낸 것처럼 전체적으로 비직선의 관계가 되도록 한다.
    

이 예에서는, 오프세트 부가부(3)로부터 입력되는 데이터의 진폭이 0∼16383 또는 49152∼65535일 경우에는 입력 
데이터의 진폭값을 1/2배 하여 출력한다(①, ⑤). 또한, 오프세트 부가부(3)로부터 입력되는 데이터의 진폭이 16384
∼24575 또는 40960∼49151일 경우에는 입력 데이터의 진폭값을 그대로 출력한다(②, ④). 또한, 오프세트 부가부(
3)로부터 입력되는 데이터의 진폭이 24576∼40959일 경우에는 입력 데이터의 진폭값을 2배 하여 출력한다(③).

    
가청음의 음성 신호를 디지털화하여 오프세트값을 가산한 경우, 16비트로 표시되는 전체의 데이터 영역(0∼65535)중 
거의 대부분의 데이터는 중앙 부근의 데이터 영역에 집중해서 나타나며, 끝 부근의 데이터 영역에는 별로 나타나지 않
는다. 따라서, 본 실시예에서는 데이터가 가장 잘 사용되는 중앙 부근의 데이터 영역에서는 입력에 대한 출력의 진폭(
직선의 기울기)을 2배로 한다(③). 한편, 별로 데이터가 사용되지 않는 끝 부근의 데이터 영역에서는 입력에 대한 출력
의 진폭(직선의 기울기)을 1/2배로 한다(①, ⑤).
    

    
반올림 연산부(5)는 이 비직선화 처리부(4)에 의해, 도 3과 같이 입력 신호와 출력 신호와의 진폭의 관계가 비직선화
된 디지털 데이터에 대해 하위 수비트의 반올림 연산을 행한다. 예를 들면 반올림 연산부(5)는 비직선화 처리부(4)로
부터 출력되는 디지털 데이터의 하위 비트를 256 또는 512로 반올림 처리를 행한다. 이하에서는 512로 반올림을 하는 
경우에 대해서 설명한다. 512로 데이터를 반올림함으로써 1워드당 데이터 길이를 9비트 삭감할 수가 있고, 여기서 데
이터량을 큰 폭으로 삭감할 수가 있다.
    

    
그런데, 본 실시예에서는 반올림 연산부(5)에 입력되는 디지털 데이터는 16비트이고, 65535까지의 큰 데이터값을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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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하는 것이 가능하다. 또한, 전술한 바와 같이 대부분의 데이터는 중앙 부근의 데이터 영역에 집중해서 나타나며, 끝 
부근의 데이터 영역에서는 별로 나타나지 않는다. 즉, 음성 데이터로서 실제로 사용되는 데이터는 비교적 큰 값일 경우
가 많고, 이와 같이 큰 값을 가지는 데이터에 대해 하위 9비트를 삭감하여도(512라고 하는 작은 값으로 반올림을 해도) 
재생 음성의 품질에 미치는 영향은 적다.
    

    
또한, 본 실시예에서는 비직선화 처리부(4)를 이용해서 데이터가 가장 잘 사용되어지는 중앙 부근의 데이터 영역에서
는 입력에 대한 출력의 진폭(직선의 기울기)을 2배로 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 영역에서는 반올림 연산을 행하고 있는 
실제 수치의 반절의 수치로 반올림 연산을 행하고 있는 것과 동등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즉, 데이터의 하위 비트를 실
제로는 512로 올리고 있어도, 실질적으로는 256으로 올림을 하는 것과 동등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반올림 연산의 영향을 완화할 수가 있어 재생 음성의 품질에 대한 영향을 또한 적게 할 수가 있다.
    

이 반올림 연산부(5)에 의해 하위 수비트의 반올림 연산이 행해진 디지털 데이터는 타이밍 신서사이저(6) 및 압축 처
리부(7)로 입력된다. 타이밍 신서사이저(6)는 반올림 연산부(5)로부터 공급되는 디지털 데이터를 한 번 미분하여, 그 
미분값 극성의 변화에 따라서 표본점을 검출한다. 그리고, 이 검출점의 타이밍을 나타내는 타이밍 클록과 각 표본점간
의 시간 간격을 나타내는 타이밍 데이터[클록(CK0)의 수]를 구해서 출력한다.

도 4는 이 타이밍 신서사이저(6)의 구성예를 나타내는 블록도이다. 도 4에 있어서 미분기(11)는 반올림 연산부(5)로
부터 입력된 디지털 데이터를 한 번 미분한다. 이때 미분기(11)는 소정 주파수의 입력 클록(CK0)이 주어질 때마다, 즉 
각 샘플링 포인트마다 디지털 데이터의 미분을 행한다. 미분값은 어떤 입력 클록(CK0)의 타이밍에서 취입한 현 데이터
에서 시간적으로 하나 앞에서 취입한 데이터를 감산함으로써 구해진다. 이때, 데이터가 없는 곳은 디폴트값으로 한다.

또한, 표본점 검출부(12)는 미분기(11)에 의해 산출된 미분값 및 반올림 연산부(5)에서 출력된 디지털 데이터에 기초
하여 디지털 데이터 미분값의 극성이 변하는 점을 표본점으로서 검출한다.

    
예를 들면, 표본점 검출부(12)는 먼저 미분치의 극성이 양에서 음으로 변하는 점, 미분값의 극성이 음에서 양으로 변하
는 점 및 미분값이 0으로 되는 점을 검출한다. 그리고, 미분값의 극성이 양에서 음으로 변하는 점에 대해서는 그 양음 
양측의 점 중, 반올림 연산부(5)로부터의 디지털 데이터값이 큰 쪽을 표본점으로서 검출한다. 또한, 미분값의 극성이 
음에서 양으로 변하는 점에 대해서는 그 양음 양측의 점 중, 반올림 연산부(5)로부터의 디지털 데이터값이 작은 쪽을 
표본점으로서 검출한다. 또한, 미분값이 0이 되는 점에 대해서는 그 점 자체를 표본점으로서 검출한다. 또한, 미분값이 
0이 되는 점이 두 개 이상 연속해서 나타날 경우에는 예를 들면, 그 양단의 위치를 표본점으로서 검출한다.
    

타이밍 생성부(13)는 한 개의 표본점이 검출되고 나서 다음의 표본점이 검출될 때까지 공급되는 클록(CK0) 수를 카운
트하여, 이를 타이밍 데이터로서 출력하는 동시에 각 표본점의 검출점 타이밍을 나타내는 타이밍 클록을 출력한다. 본 
실시예에서는 이 타이밍 데이터는, 예를 들면 4비트로 나타내는 것으로 한다. 또한, 이 타이밍 생성부(13)는 후술할 판
독 클럭도 생성해서 출력한다.

    
타이밍 데이터를 4비트로 나타낸 경우 연속하는 두 개의 표본점간의 클록 수를 나타낼 수가 있는 것은 0∼15의 범위이
다. 그러므로 표본점간의 간격이 16클록 이상일 경우에는, 그대로는 오버플로를 일으켜 타이밍 데이터를 바르게 나타낼 
수 없다. 여기서, 본 실시예에서는 클록 간격이 15를 넘은 경우에는 복수의 클록 데이터의 합계로 목적으로 하는 클록 
간격을 나타내도록 한다. 이때 압축 해제하는 쪽의 복수의 클록 데이터를 합하는 것을 식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진폭 
데이터값은 0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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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본 실시예에서는 오프세트 부가부(3)에 의해 소정의 오프세트값을 원래의 데이터에 대해 가산하고 있으므로 통상
의 상태에서는 진폭 데이터값으로서 0을 사용하는 일은 없다. 그래서, 이 통상은 사용하지 않는 0의 진폭 데이터값을 
복수의 클록 데이터를 합계하는 것을 나타내기 위한 식별 정보로서 사용되도록 한다. 예를 들면, 어떤 표본점에 있어서
의 진폭 데이터값이 A, 앞의 표본점으로부터의 클록 간격이 35였을 경우에는 타이밍 데이터값과 진폭 데이터값과의 조
는 (15, 0), (15, 0), (5, A)가 된다.
    

    
이와 같이 표본점간의 클록 간격이 15를 넘을 빈도는 별로 없고, 대다수의 경우에는 1쌍의 타이밍 데이터값과 진폭 데
이터값으로 나타내는 것이 가능하다. 따라서 예외적으로 발생하는 케이스에 맞추어서 타이밍 데이터에 많은 비트를 할
당하는 것이 아니라, 대다수의 경우에 필요 충분한 비트 수(4비트)를 타이밍 데이터에 할당한다. 그리고, 예외적으로 
클록 간격이 15를 넘었을 경우에만 복수조의 타이밍 데이터값과 진폭 데이터값과를 써서 클록 간격을 나타내도록 함으
로써 데이터량을 보다 삭감할 수가 있다.
    

또한, 상기 압축 처리부(7)는 타이밍 신서사이저(6)로부터 출력되는 타이밍 클록에 따라서, 해당하는 표본점 위치의 
디지털 데이터만을 꺼내어서 진폭 데이터로서 출력한다. 이 압축 처리부(7)로부터 출력된 각 표본점의 진폭 데이터와 
상기 타이밍 신서사이저(6)로부터 출력된 각 표본점간의 시간 간격을 나타내는 타이밍 데이터의 조가 압축 데이터로서 
전송 또는 기록되어지게 된다.

오류 정정 부호화부(8)는 전송로상 혹은 메모리상의 디지털 데이터가 잡음 등으로 인해 변화되어 오류가 발생하여도, 
변화된 비트를 검출해서 바르게 정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타이밍 신서사이저(6) 및 압축 처리부(7)로부터 공급된 
데이터에 오류 정정 부호를 부가한다. 그리고, 이에 따라 얻어진 데이터를 압축 데이터로서 전송로상으로 또는 데이터 
메모리(9)로 출력한다.

데이터 메모리(9)는 압축 데이터를 축적하는 기록 매체이며 오류 정정 부호화부(8)에 의해 생성된 압축 데이터를 타이
밍 신서사이저(6)로부터의 타이밍 클록에 따라 취입하여 기록한다. 또는,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판독 클록에 따라서 축
적되어 있는 압축 데이터를 읽어내어 출력한다. 여기에서 읽어내낸 진폭 데이터와 타이밍 데이터의 조가 압축 데이터로
서 전송 또는 기록된다.

    
압축 데이터의 출력 형태로서는 진폭 데이터와 타이밍 데이터의 조를 블록화해서 데이터 블록으로 하여, 그 선두에 헤
더를 부가해서 출력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다. 헤더에는, 예를 들면 헤더의 식별 마크, 타이밍 데이터의 비트 수(본 실
시예에서는 4비트), 진폭 데이터의 비트 수(256으로 반올림했을 경우에는 8비트, 512로 반올림했을 경우에는 7비트) 
등의 정보가 포함된다. 이와 같은 헤더 뒤에는 진폭 데이터와 타이밍 데이터의 조로 이루어지는 데이터 블록이 승순(昇
順)으로 이어지도록 된다.
    

도 5는 타이밍 신서사이저(6) 및 압축 처리부(7)에 의해 행해지는 압축 처리의 원리를 설명하기 위한 도면이다. 그리
고, 타이밍 신서사이저(6) 및 압축 처리부(7)에 입력되는 데이터는 입력 아날로그 신호를 처리한 후의 디지털 데이터
이지만, 도 5에서는 설명을 위해 반올림 연산부(5)로부터 출력된 디지털 데이터의 파형을 아날로그적으로 나타내고 있
다. 또한, 이 도 5에 나타내는 수치는 설명용의 수치로서 실제 수치에 따른 것은 아니다.

본 실시예에 있어서는 반올림 연산부(5)로부터 출력되는 디지털 데이터(101) 중에서 미분값의 극성이 변화하는 점(1
02a∼102f)을 표본점으로서 검출한다. 그리고, 이들 각 표본점(102a∼102f)에서의 진폭 데이터값과 각 표본점(102
a∼102f)이 나타나는 시간 간격을 나타내는 타이밍 데이터값을 구해서, 이 진폭 데이터값과 타이밍 데이터값의 조를 
압축 데이터로서 전송 또는 기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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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5의 예에서는 각 표본점(102a∼102f)에서의 디지털의 진폭 데이터값으로서 " 7, 3, 9, 1, 6, 3" 이 구해지고, 각 
표본점(102a∼102f)이 나타나는 시각 T1-T2간, T2-T3간, T3-T4간, T4-T5간, T5-T6간의 각각의 시간 간격
을 나타내는 타이밍 데이터로서 " 5, 7, 3, 3, 3" 이 구해져 있다. 그리고, 여기서 타이밍 데이터로서 나타나는 숫자는 
어떤 샘플링 주파수에 기초한 클록(CK0)의 수를 나타내고 있다.

시각(T1)의 시점에서는 표본점(102a)의 진폭 데이터값 " 7" 과 이보다 앞에서 표본점(도시하지 안음)이 검출된 시각
으로부터의 시간 간격을 나타내는 타이밍 데이터값(도시하지 않음)이 얻어져 있으므로 이들 데이터값의 조를 시각(T
1)의 압축 데이터로서 전송 또는 기록한다.

다음으로, 표본점(102b)이 검출된 시각(T2)의 시점에서는 이보다 앞에서 표본점(102a)이 검출된 시각(T1)으로부터
의 시간 간격을 나타내는 타이밍 데이터값 " 5" 와 표본점(102b)의 진폭 데이터값 " 3" 이 얻어져 있으므로, 이들 데이
터값의 조(5, 3)를 시각(T2)의 압축 데이터로서 전송 또는 기록한다.

또한, 다음 표본점(102c)이 검출된 시각(T3)의 시점에서는 이보다 앞에서 표본점(102b)이 검출된 시각(T2)으로부
터의 시간 간격을 나타내는 타이밍 데이터값 " 7" 과 표본점(102c)의 진폭 데이터값 " 9" 가 얻어져 있으므로, 이들 데
이터값의 조(7, 9)를 시각(T3)의 압축 데이터로서 전송 또는 기록한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하여 시각 T3-T4 간, T4-T5 간, T5-T6 간의 시간 간격을 나타내는 타이밍 데이터값과 시각(
T4, T5, T6)에서 검출된 각 표본점(102d, 102e, 102f)의 진폭 데이터값과의 조 (3, 1), (3, 6), (3, 3)을 각각, 시
각(T4, T5, T6)에서의 압축 데이터로서 전송 또는 기록한다.

다음으로, 이상에서 설명한 압축 장치에 대응하는 압축 해제 장치에 대해서 설명한다.

도 7은 본 실시예에 따른 압축 해제 장치의 구성예를 나타내는 블록도이다. 도 7에 나타낸 바와 같이 본 실시예의 압축 
해제 장치는 배수화 처리부(21), 직선화 처리부(22), 타이밍 제너레이터(23), D형 플립플롭(24), 압축 해제 처리부(
25), 오프세트 감산부(26), D/A 변환기(27) 및 LPF(28)를 구비하여 구성되어 있다.

배수화 처리부(21)는 입력된 진폭 데이터값을 압축측의 반올림 연산부(5)에서 반올림 연산된 비트 수만큼 배수화 한
다. 본 실시예에서는 512로 반올림 연산이 행하여지고 있으므로, 이 배수화 처리부(21)에서는 입력된 진폭 데이터값을 
512배 한다. 직선화 처리부(22)는 512배된 진폭 데이터에 대해 압축측의 비직선화와는 반대의 직선화 처리를 행한다.

도 8은 직선화 처리부(22)에서의 처리예를 설명하기 위한 도면이다. 이 도 8에 나타내고 있는 바와 같이 직선화 처리
부(22)는 입력되는 신호의 진폭에 따라서 출력할 신호의 진폭을 바꾸는 처리를 행한다. 이때, 진폭을 바꾸는 방법은 비
직선화 처리부(4)에의 진폭을 바꾸는 방법과 반대 관계가 되도록 한다.

즉, 배수화 처리부(21)로부터 입력되는 데이터의 진폭이 0∼8191 혹은 57344∼65535일 경우에는 입력 데이터의 진
폭값을 2배로 해서 출력한다(①, ⑤). 또한, 배수화 처리부(21)로부터 입력되는 데이터의 진폭이 8192∼16383, 혹은 
49152∼57343일 경우에는 입력 데이터의 진폭값을 그대로 출력한다(②,④). 또한, 배수화 처리부(21)로부터 입력되
는 데이터의 진폭이 16384∼49151일 경우에는 입력 데이터의 진폭값을 1/2배로 해서 출력한다(③).

    
타이밍 제너레이터(23)는 압축 데이터 중에 포함되는 타이밍 데이터를 받아서 압축측에서 검출된 표본점 사이와 같이 
일정하지 않은 시간 간격을 나타내는 판독 클록을 입력 클록(CK0)에서 생성한다. 이때, 타이밍 제너레이터(23)는 그 
타이밍 데이터에 대응하는 진폭 데이터의 값이 0인지 아닌지를 감시하고 있다. 그리고, 진폭 데이터값이 0일 경우에는 
다음에 받을 타이밍 데이터분까지 더해서 표본점간의 시간 간격을 구해, 복수의 타이밍 데이터값을 합계한 타이밍으로 
판독 클록을 출력한다.
    

    
D형 플립플롭(24)은 직선화 처리부(22)로부터 출력된 진폭 데이터를 타이밍 제너레이터(23)에 의해 생성된 판독 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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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에 따른 타이밍으로 순차적으로 취입하여 유지하고, 압축 해제 처리부(25)로 출력한다. 이 압축 해제 처리부(25)에
는 D형 플립플롭(24)의 입출력단의 진폭 데이터, 즉 어떤 판독 클록의 타이밍으로 D형 플립플롭(24)에 유지되어 있는 
진폭 데이터와 다음 판독 클록의 타이밍으로 D형 플립플롭(24)에 유지되어야 할 진폭 데이터(연속하는 2개의 표본점
에서의 2개의 진폭 데이터)가 입력되어 있다.
    

압축 해제 처리부(25)는 이와 같이 입력되는 2개의 진폭 데이터와 타이밍 제너레이터(23)로부터 입력되는 타이밍 데
이터를 이용하여 소정의 보간 연산, 혹은 컨벌루션 연산 등에 의해 각 표본점간의 디지털 보간 데이터를 생성한다. 그리
고, 이와 같이 하여 생성된 디지털 보간 데이터를 오프세트 감산부(26)로 출력한다.

또한, 이 보간 처리시 압축측에 있어서의 타이밍 신서사이저(6) 내의 표본점 검출부(12)에 있어서 미분값 0인 점이 2
개 이상 연속하고 있어서 그 양단의 위치가 표본점으로서 검출된 경우에는 그 양단의 표본점 사이는 음성의 무입력 또
는 일정치 입력이었다는 것이므로 진폭값이 일정한 상태로의 보간 데이터가 생성되게 된다.

    
오프세트 감산부(26)는 압축 해제 처리부(25)에 의해 생성된 보간 데이터에서 압축측의 오프세트 부가부(3)로 부가한 
것과 같은 오프세트값을 감산한다. 이것에 의해 디지털 데이터의 파형은 그대로, 압축측에서 진폭이 양의 방향으로만 
진동하도록 이루어진 데이터가 진폭 0을 중심으로 양음의 양쪽으로 진동하는 데이터로 되돌려진다. 이것에 의해 얻어진 
디지털 데이터는 D/A 변환기(27)에 의해 아날로그 신호로 변환된 후, LPF(28)을 통해서 재생 아날로그 신호로서 출
력된다.
    

도 6은, 압축 해제 처리부(25)에 의해 행하여지는 압축 해제 처리의 원리를 설명하기 위한 도면이다. 그리고, 압축 해
제 처리부(25)에 입력되는 데이터는 배수화 및 직선화의 처리가 행하여진 후의 디지털 데이터이지만, 도 6에서는 설명
을 위해 디지털 데이터의 파형을 아날로그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또, 여기서는 도 5의 예에서 생성된 압축 데이터의 압
축 해제 처리에 대해서 설명한다.

    
도 5와 같이 데이터를 압축한 경우, 얻어지는 데이터는 (※,7) (5, 3) (7, 9) (3, 1) (3, 6) (3, 3)의 수치 열로 된다. 
그리고, ※은 도 5 중에는 값이 도시되어 있지 않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압축 해제측에는 여기에서 나타내는 순서에 따
라서 압축 데이터가 입력되어지고, 진폭 데이터에 대하여 배수화 및 직선화의 처리가 행하여진 후, 압축 해제 처리부(
25)에 입력된다. 그리고, 도 6에서는 도 5와 비교하여 대응하는 부분을 알기 쉽게 하기 위해서 상기 수치 열의 진폭 데
이터값 그 자체를 도시하고 있지만, 실제로 이 진폭값은 배수화 및 직선화의 처리에 의해 도시한 것과는 다른 값으로 되
어 있다.
    

먼저, 최초로 입력되는 진폭 데이터값 " 7" 과 타이밍 데이터값 " 5" 의 2개의 데이터값으로, 보간 연산에 의해 파형(a
1)의 데이터를 생성한다. 다음으로 전술한 타이밍 데이터값 " 5" 와, 이어서 입력되는 진폭 데이터값 " 3" 의 2개의 데
이터값에서, 보간 연산에 의해 파형(a2)의 데이터를 생성한다.

다음으로, 상술한 진폭 데이터값 " 3" 과 이어서 입력되는 타이밍 데이터값 " 7" 의 2개의 데이터값에서, 보간 연산에 
의해 파형(b2)의 데이터를 생성한다. 또한, 상술한 타이밍 데이터값 " 7" 과, 이에 이어서 입력되는 진폭 데이터값 " 9" 
에서 보간 연산에 의해 파형(b1)의 데이터를 생성한다. 이하, 같은 방법으로서 순서적으로 입력되는 진폭 데이터값과 
타이밍 데이터값의 조형성에서 파형(c1, c2, d2, d1, e1, e2)의 데이터를 순차적으로 생성한다.

    
이상과 같은 처리에 의해 파형(a1, b1, c1, d1, e1)이 연속화된 디지털 신호 (도 6의 상단)와 파형(a2, b2, c2, d2, 
e2)이 연속화된 디지털 신호(도 6의 하단)가 생성된다. 그리고, 이와 같이 하여 생성된 2개의 디지털 신호를 서로 가산
함으로써 압축측에 있어서의 오프세트값 부가 후의 도 5와 같은 디지털 데이터를 재현한다. 그리고, 이 디지털 데이터
에서 오프세트값을 감산해서 진폭 0을 중심으로 해서 양음 양쪽으로 진동하는 데이터로 되돌린 후, 디지털-아날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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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환을 행함으로써 원래의 아날로그 신호를 재생한다.
    

도 9는, 도 6에서 나타낸 시각(T1-T2)의 구간을 취출하여 나타낸 것으로 도 9의 (a)는 가산전의 2개의 파형(a1, a2)
을 나타내고, 도 9의 (b)는 가산에 의해 재생한 합성 파형(a1+a2)를 나타내고 있다.

도 9(a)에 있어서 D1은 시각(T1)에 있어서의 진폭 데이터값(도 6의 예에서는 " 7" ), D2는 시각(T2)에 있어서의 진
폭 데이터값(도 6의 예에서는 " 3" ), T는 시각(T1-T2)간의 시간 간격을 나타내는 타이밍 데이터값(도 6의 예에서는 " 
5" ), t는 시각(T1-T2)간의 임의의 타이밍을 나타내고 있다.

도 9(a)에 나타내는 것과 같이 시각(T1)에 있어서의 진폭 데이터값(D1)과 시각(T1-T2)간의 시간 간격을 나타내는 
타이밍 데이터값(T)를 써서 시각(T1-T2)간의 임의의 타이밍(t)을 변수로 해서, 즉 어떠한 샘플링 주파수에 기초한 
클록에 따라 타이밍(t)의 값을 한 개씩 인클리먼트해 가면서 파형(a1)의 데이터를 보간 연산에 의해 생성한다.

또한, 시각(T2)에 있어서의 진폭 데이터값(D2)과 시각(T1-T2)간의 시간 간격을 나타내는 타이밍 데이터값(T)를 
써서 같은 방법으로 타이밍(t)을 변수로 해서 파형(a2)의 데이터를 보간 연산에 의해 생성한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생성한 파형(a1, a2)의 데이터를 상기 타이밍(t)을 변수로 해서 가산함으로써 도 9(b)와 같은 파
형을 합성한다. 이렇게 하여 얻은 디지털 데이터에 대해, 추가하여 오프세트값 감산, D/A변환 등의 처리를 행함으로써 
압축되기 전의 원래의 아날로그 신호를 재현할 수가 있다.

이하, 전술한 것과 같은 보간을 사용한 압축 해제 처리에 의해 원래의 아날로그 신호를 재생할 수 있는 원리에 대해서 
설명한다.

일반적으로, 이산적인 디지털 데이터로부터 연속적인 아날로그 신호를 얻기 위해서 이산적으로 입력되는 디지털 데이터
의 사이를 보간하여 의사적으로 샘플링 주파수를 올리는 것이 행하여지고 있다. 통상, 이와 같은 데이터 보간은 소정의 
표본화 함수를 써서 행하여진다.

도 10에 표본화 함수의 한 예로서 sinc함수를 나타낸다. 도 10에서 나타내는 sinc함수의 예에서는 t=0의 샘플링 포인
트에서만 값이 " 1" 이 되고, 같은 간격의 다른 모든 샘플링 포인트(t= 1, 2, 3, 4, … )에서는 값이 전부 " 0" 으로 되
어 있다.

도 11은, 이와 같은 표본화 함수를 쓴 일반적인 데이터 보간의 동작을 설명하기 위한 도면이다. 도 11에 있어서, 같은 
간격의 샘플링 포인트(t1, t2, t3, t4)의 각각에 있어서의 이산 데이터값을 Y(t1), Y(t2), Y(t3), Y(t4)로 하여, 예를
들어 샘플링 포인트(t2, t3) 사이의 소정 위치(t0)(t2에서 거리 a)에 대응하는 보간값(y)을 얻는 경우를 생각한다.

일반적으로, 보간값(y)을 표본화 함수를 써서 얻는 데에는 주어진 각 이산 데이터 각각에 대해서 보간 위치(t0)에 있
어서의 표본화 함수 값을 구하여, 이를 사용하여 합성곱(컨벌루션) 연산을 행하면 된다. 구체적으로는 t1∼t4의 각 샘
플링 포인트마다, 표본화 함수의 중심 위치에 있어서의 피크 높이를 일치시켜서 이 때의 각각의 보간 위치(t0)에 있어
서의 표본화 함수의 값( 표시로 나타냄)을 구해서 이들을 전부 가산한다.

이러한 보간 처리를 시간 경과와 함께 (타이밍 클록의 인클리먼트와 함께) 보간 위치(t0)를 순차 이동하여 가면서 행
함으로써, 연속적으로 변화하는 보간값[y(t0)]을 순차적으로 구해 나간다. 이것에 의해 각 이산 데이터 사이를 보다 원
활하게 연결하는 디지털 파형을 얻을 수가 있으며, 이를 D/A 변환함으로써 연속하는 아날로그 신호를 얻을 수가 있다.

    
본 실시예는, 이와 같은 데이터 보간 처리를 응용한 것이다. 즉, 도 9의 (a)에서 나타내는 것과 같이 시각(T2)에 있어
서 이미 입력되어 있는 진폭 데이터값[D1(=7)]과 타이밍 데이터값[T(=5)]에서 제1 표본점[시각(T1)]에 있어서 " 
0" 이외의 값을 취할 표본화 함수의 일부를 형성하는 파형(a1)을 구하는 동시에, 진폭 데이터값[D2(=3)]과 타이밍 
데이터값[T(=5)]에서 제2 표본점[시각(T2)]에 있어서 " 0" 이외의 값을 취할 표본화 함수의 일부를 형성하는 파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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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2)을 구한다.
    

그리고, 이들 파형(a1, a2)의 값을 시간 경과와 함께 순차 이동하는 보간 위치(t)마다 가산함으로써, 이산 데이터(D1, 
D2) 사이를 보다 원활하게 연결하는 디지털 파형을 얻어서 이를 오프세트값의 감산처리 후에 D/A 변환함으로써 연속
한 아날로그 신호를 얻는다.

그런데, 본 실시예에서는 도 5에 나타낸 것과 같이 압축측에 있어서 디지털 데이터를 그 미분값의 극성이 변화하는 점
의 시간 간격으로 표본화함으로써 압축 데이터로서의 이산적인 데이터를 얻고 있다. 그것에 의해 이산 데이터가 얻어진 
각각의 표본점 간격은 같은 간격이 되리라고는 할 수 없고 대다수의 경우에는 일정하지 않은 간격이 된다(도 5의 예에
서도, 각 표본점의 간격은 " 5, 7, 3, 3, 3" 으로 일정하기 않게 되어 있다).

여기에, 도 6에 나타내는 압축 해제측에서는, 예를 들면 시각(T1-T2) 간의 보간값을 구할 때에는 도 9와 같이 그 시
각(T1, T2)의 표본점간의 시간 간격으로 표본화 함수(a1, a2)만을 써서 전술한 것과 같은 합성곱(컨벌루션) 연산을 
행하여 표본점간의 시간 간격이 이와는 다른 기타 표본화 함수(b1, b2, c1, c2, d1, d2, e1, e2)에 대해서는 이 합성곱
(컨벌루션) 연산 때에 고려하지 않도록 한다.

또한, 예를 들어 시각(T2-T3)간의 보간값을 얻을 때에는 그 시각(T2, T3)의 표본점간의 시간 간격(=7)에서 표본화 
함수(b1, b2)만을 써서 중합 연산(컨벌루션 연산)을 행하여 표본점간의 시간 간격이 이와는 다른 기타 표본화 함수(b
1, b2, c1, c2, d1, d2, e1, e2)에 대해서는 이 합성곱(컨벌루션) 연산 때에 고려하지 않도록 한다. 기타 표본점간의 
보간값을 구할 때에도 같은 방법으로 한다.

    
다음으로, 상기 데이터 보간의 구체적인 처리예에 대해서 이하에서 설명한다. 전술한 것과 같이, 예를 들면 시각(T1-
T2)간의 보간값을 구할 때에는 시각(T1, T2)에 있어서의 각 진폭 데이터값과 시각(T1-T2)간의 시간 간격을 나타내
는 타이밍 데이터값에서 구해지는 표본화 함수(a1, a2)만을 쓴다. 즉, 시각(T1-T2)간에 있어서의 각 보간 위치(t)에 
있어서의 보간값을 구하기 위해서 필요한 데이터는 모두 시각(T2)의 시점에서 얻어져 있어, 이 시점에서 도 9(b)에 나
타내는 것과 같은 원래의 디지털 파형을 재생하는 것이 가능하다.
    

여기에, 본 실시예에서는 T1∼T6의 각 이산 시각마다 2개의 진폭 데이터값(D1, D2)과 그 시간 간격을 나타내는 타이
밍 데이터값(T)이 얻어질 때마다, 이들의 데이터값을 사용하여 이하에 설명하는 것과 같은 보간 연산식에 따라서 보간
값을 산출함으로써 원래의 디지털 파형을 순차 재생한다. 도 12는 이 보간 연산식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한 도면이다.

도 12에서 나타내는 것과 같이 진폭 데이터값(D1, D2)을 가지는 2개의 표본점간의 보간값은 보간 위치(t)에 관한 2개
의 2차 함수(x1, x2)가 바로 중간 지점에서 연속화한 함수에 의해 나타낼 수가 있다. 즉, 본 실시예에서는 2개의 표본
점간의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누어서, 각각 이차 함수(x1, x2)를 이용해서 보간값을 계산한다.

    
여기서, 표본점간의 시간 간격인 타이밍 데이터값(T)을 홀수인 경우일 때도 짝수인 경우일 때도 있어, 홀수일 경우에는 
바로 중간 시점에 보간 위치(t)가 오지 않는 상태가 생긴다. 그러므로 압축시에 2배의 오버 샘플링을 실행함으로써 얻
어지는 타이밍 데이터값이 항상 짝수가 되도록 해도 된다. 이 경우 도 5에서 나타내는 5개의 타이밍 값 " 5, 7, 3, 3, 
3" 은 실제로는 2배의 오버 샘플링에 의해 " 10, 14, 6, 6, 6" 이라는 값으로 전송 또는 축적된다. 도 12에서는 표본점
간의 시간 간격을 오버 샘플링 된 후의 2T에 따라 나타내고 있다.
    

도 12에 있어서 2개의 2차 함수(x1, x2)는 각각,

x1 = D1 + at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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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2 = D2 - a(t-2T) 2 …(2)

로 나타낸다. 또한, 이들의 함수(x1, x2)는 연속하는 표본점의 바로 중간 시점(T)에 있어서 연속적이기 때문에

x1 = x2 (t=T) …(3)

이다.

여기서, 식(3)에 식(1),(2)를 대입하면,

D1 + aT 2 = D2 - aT 2 …(4)

로 되어 이를 a에 대해서 풀면,

a = -(D1-D2) / 2T 2 …(5)

로 된다. 따라서 이 식(5)를 식(1), (2)에 대입함으로써

x1 = D1 - {(D1-D2) / 2T}t 2 …(6)

x2 = D2 + {(D1-D2) / 2T 2 }(2T-t) 2 …(7)

를 얻는다.

즉, 원래의 2배의 샘플링 주파수 클록에 따라서 순차로 인클리먼트되는 보간 위치(t)를 변수로 해서 상기식(6), (7)의 
연산을 행함으로써 원래의 디지털 파형을 재생할 수가 있다. 본 실시예에서는 이와 같은 보간 연산 처리를 진폭 데이터
값과 타이밍 데이터값으로 이루어지는 신호 예가 각 이산 시각(T1∼T6)마다 입력되어짐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행한다.

즉, 도 6의 예에 있어서 시각(T1, T2)에 있어서의 진폭 데이터값과 그 사이의 타이밍 데이터값이 입력된 시점에서 그 
표본점간의 보간 연산을 행하여 원래의 디지털 파형을 바로 재생한다. 더불어, 시각(T3)에 있어서의 표본점의 진폭 데
이터값과 표본점(T2-T3)간의 타이밍 데이터값이 입력된 시점에서 그 사이의 보간 연산을 행하여 원래의 디지털 파형
을 바로 재생한다. 이하, 같은 방법으로 순차 처리를 행하여 간다.

그리고, 상기식(6), (7)에 나타내는 보간 연산 처리는 로직 회로 등의 하드웨어 구성에 의해서도 실현 가능하고, DSP
(digital signal processor) 혹은, 소프트웨어(ROM이나 RAM 등에 저장된 프로그램)에 의해서도 실현 가능하다.

    
이상, 자세하게 설명한 것과 같이, 본 실시예에 의하면 압축 대상이 되는 아날로그 신호 혹은 디지털 데이터를 시간/주
파수 변환 할 것 없이 시간축상에서 그대로 압축·압축 해제할 수가 있으므로, 처리가 복잡하게 되지 않고 구성을 간단
하게 할 수도 있다. 또한, 압축측으로부터 압축 데이터를 전송해서 압축 해제측에서 재생할 경우에는 시간축 상에서의 
간단한 보간 연산에 의해 입력되는 압축 데이터를 순차적으로 처리해서 재생할 수가 있으므로 리얼 타임 동작을 실현할 
수가 있다.
    

    
또한, 본 실시예에서는 부호있는 디지털 데이터에 오프세트값을 가산하는 것으로 부호없는 디지털 데이터로 변환한 후
에 하위 수비트의 반올림 연산을 행하고 있으므로, 1워드당 데이터 길이를 수비트 삭감할 수가 있으며, 따라서 데이터
량을 큰 폭으로 삭감할 수가 있다. 이때에 반올림 연산부의 대상이 되어지는 대부분의 진폭 데이터는 그 모든 데이터 영
역 중에, 중앙 부근의 데이터 영역에 집중해서 나타나, 끝 부근의 데이터 영역에는 거의 나타나지 않으므로 하위 수비트
를 삭감해도, 압축 해제측에 있어서의 재생 음성의 품질에 영향을 적게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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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본 실시예에서는 이 반올림 연산에 앞서서 비직선화 처리를 행함으로써 반올림 연산의 영향을 완화할 수가 있어, 
압축 해제측에 있어서의 재생 음성 품질에의 영향을 또한 억제할 수가 있다.

또한, 본 실시예에서는 반올림 연산이 가해진 디지털 데이터의 미분값의 극성이 변화하는 점을 표본점으로서 검출하여, 
검출한 각 표본점에 있어서의 진폭 데이터값과 각 표본점이 나타나는 시간 간격을 나타내는 타이밍 데이터값의 조를 압
축 데이터로서 전송 또는 기록하고 있으므로, 반올림 연산에 의해 1워드마다 압축한 데이터 중에서도 더욱더 표본점의 
데이터만을 압축 데이터로서 얻을 수가 있어, 높은 압축률을 달성할 수가 있다.

이와 같이 본 실시예에 의하면 높은 압축률과 재생 데이터의 품질 향상의 양쪽을 실현할 새로운 압축·압축 해제 방식
을 제공할 수가 있다.

또한, 본 실시예에서는 비직선화 처리 및 비직선화 처리의 예로서 입력 신호와 출력 신호의 관계가 도 3 및 도 8의 그래
프와 같이 될 경우를 나타냈지만 이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즉, 진폭 데이터의 비트 수로 표현할 수 있는 모든 데이터 
영역 중에서 일부의 데이터 영역을 중시하는 것과 같은 처리라면 기타 형태의 그래프라도 된다. 예를 들면, 입력 신호와 
출력 신호의 관계가 곡선적인 그래프가 되는 형태라도 된다.

또, 상기 실시예에서는 반올림 연산부(5)에서는 진폭 데이터값을 256 또는 512로 반올림하는 예를 나타냈지만, 이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또, 상기 실시예에서는 압축측에 있어서 미분값 0의 점이 2개 이상 연속해서 나타나는 경우에는 그 양단의 위치를 표본
점으로서 검출하여, 그 양단의 표본점에 있어서의 데이터값을 진폭 데이터로 하여, 양단간의 시간 간격을 타이밍 데이
터로서 얻도록 했지만 이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면, 미분값 0의 점이 2개이상 연속해서 나타났을 경우에 타
이밍 데이터값으로서 통상은 사용하지 않는 0을 타이밍 데이터로 하여, 연속하는 미분값 0의 개수를 진폭 데이터로서 
얻도록 해도 된다. 이 경우, 압축 해제측의 보간 데이터 생성 처리에는 입력되는 타이밍 데이터의 값이 0인지 아닌지를 
감시하여, 0일 경우에는 진폭 데이터에 의해 나타나는 값의 클록 수만큼, 진폭이 일정한 상태에서 보간 데이터를 생성
하도록 한다.
    

(제2 실시예)

다음으로, 본 발명의 제2 실시예에 대해 설명한다.

제2 실시예에 있어서 압축 장치에는 적어도 타이밍 신서사이저(6) 및 압축 처리부(7)에 의해 압축 데이터(진폭 데이
터와 타이밍 데이터)를 생성하기 전의 단계에서 주어진 디지털 데이터에 대해 n배 오버 샘플링과 이동 평균 연산, 또는 
합성곱 연산(이하 컨벌루션 연산이라 함)을 행함으로써 이산적인 데이터 사이를 보간에 의해 연결한, 보다 원활한 데이
터를 얻을 수 있도록 한다.

도 13은, 제2 실시예에 따른 압축 장치의 전체 구성예를 나타내는 블록도이다. 도 13에서 나타나는 것과 같이, 제2 실
시예에 따른 압축 장치에서는 도 1에 나타낸 제1 실시예에 따른 압축 장치에 대해서 오버 샘플 회로(31)와 PLL(phas
e locked loop) 회로(32)가 추가되어 있다.

    
오버 샘플 회로(31)는 반올림 연산부(5)의 후단에 있어, 반올림 연산부(5)로부터 입력되는 디지털 데이터에 대해 n배
의 오버 샘플링과 컨벌루션 연산을 행함으로써, 이산 데이터 사이를 채우는 디지털의 보간값을 구한다. 예를 들면, 오버 
샘플 회로(31)는 44.1KHz의 주파수로 샘플링된 음성 데이터를 입력하여, 이것을 8배의 주파수(352.8KHz)로 오버 
샘플링하는 동시에 컨벌루션 연산을 실행한다. 그리고, 이것에 의해 얻어진 일련의 오버 샘플 데이터를 타이밍 신서사
이저(6) 및 압축 처리부(7)로 출력한다.

 - 14 -



공개특허 특2002-0031103

 
    

    
타이밍 신서사이저(6) 및 압축 처리부(7)는 오버 샘플 회로(31)로부터 공급되는 일련의 오버 샘플 데이터 중에서 미
분값의 극성이 변화하는 점을 표본점으로서 검출한다. 그리고, 검출한 각 표본점에 있어서의 진폭 데이터값과, 각 표본
점이 나타나는 시간 간격을 나타내는 타이밍 데이터값의 조를 오류 정정 부호화부(8)로 출력한다. 타이밍 신서사이저
(6)는 또한 각 표본점의 검출점의 타이밍을 나타내는 타이밍 클록을 구해서 압축 처리부(7) 및 데이터 메모리(9)로 출
력한다.
    

또한, PLL회로(32)는 기준 주파수(예를 들어 44.1KHz)의 입력 클록(CK0)에서 8배 주파수(352.8KHz)의 클록(CK
1)을 생성하여, 이를 전술한 오버 샘플 회로(31)와 기타, 타이밍 신서사이저(6), 압축 처리부(7), 오류 정정 부호화부
(8), 데이터 메모리(9) 등으로 공급한다. 오버 샘플 회로(31), 타이밍 신서사이저(6), 압축 처리부(7), 오류 정정 부
호화부(8) 및 데이터 메모리(9)에서는 이 8배 주파수의 클록(CK1)에 동기하여 동작하게 된다.

또한, 도 14는 제2 실시예에 따른 압축 해제 장치의 전체 구성예를 나타내는 구성도이다. 도 14에 나타내는 것과 같이 
제2 실시예에 따른 압축 해제 장치에서는 도 7에 나타낸 제1 실시예에 따른 압축 해제 장치에 대해서 클록 제너레이터
(33)가 추가되어 있다.

클록 제너레이터(33)는 기준 주파수의 입력 클록(CK0)으로부터 8배 주파수의 클록(CK1)을 생성하여, 이를 타이밍 
제너레이터(23), 압축 해제 처리부(25) 및 D/A 변환기(27)로 공급한다.

다음으로, 상기 도 13에 나타낸 압축 장치내의 오버 샘플 회로(31)의 구성 및 동작에 대해 이하에서 자세하게 설명한
다.

본 실시예의 오버 샘플 회로(31)에서는 2개의 이산 데이터간의 보간값을 구할 때에 이 2개의 이산 데이터를 포함한 n
개의 이산 데이터값에 따른, 진폭을 가지는 기본 파형의 디지털 데이터를 각각 오버 샘플링하는 동시에 얻어진 n개의 
데이터끼리 컨벌루션 연산에 의해 합성함으로써, 상기 2개의 이산 데이터 사이를 채우는 보간값을 디지털적으로 구한다.

도 15는, 본 실시예에서 사용되는 디지털 기본 파형의 설명도이다. 도 15에 나타내는 기본 파형은 오버 샘플링에 의한 
데이터 보간을 행할 때에 사용하는 표본화 함수의 기본이 되는 것이다. 이 디지털 기본 파형은 기준 주파수의 1클록(C
K0)마다 데이터값을 -1, 1, 8, 8, 1, -1로 변화하여 작성한 것이다.

이하에, 도 16을 인용해서 도 15와 같이 정규화된 디지털 기본 파형에 따른 이산적인 데이터값 (-1, 1, 8, 8, 1, -1)
/8에서, n배의 오버 샘플링과 컨벌루션 연산에 의해 보간값을 생성할 경우를 예로 해서, 본 실시예에 따른 데이터 보간
의 원리를 설명한다. 더욱, 도 16에서는 도면의 형편상 4배의 오버 샘플링을 행할 예에 대해서 나타내고 있지만, 도 1
3의 오버 샘플 회로(31)에서는 실제로 8배의 오버 샘플링을 행하고 있다.

    
도 16에 있어서 제일 왼쪽 열에서 나타내고 있는 일련의 수치 열은 원래의 이산 데이터값 (-1, 1, 8, 8, 1, -1)/8에 
대해 4배의 오버 샘플링을 행한 값이다. 또한, 제일 왼쪽에서 오른쪽을 향해 4번째 줄까지의 수치 열은 제일 왼쪽의 열
에서 나타내고 있는 수치 열을 한 개씩 아래 방향으로 시프트해 나간 것이다. 도 16의 열방향은 시간축을 나타내고 있
으며, 수치 열을 아래 방향으로 시프트한다고 하는 것은, 제일 왼쪽 줄에서 나타내는 수치 열을 천천히 지연하여 가는 
것에 대응한다.
    

즉, 왼쪽에서 2번째 줄의 수치 열은 제일 왼쪽 열에서 나타내는 수치 열을 4배 주파수의 클록(4CLK)의 1/4 위상분 만
큼 움직인 수치 열이라는 것을 나타낸다. 또한, 왼쪽에서 3번째 줄의 수치 열은 왼쪽에서 2번째 줄에서 나타내는 수치 
열을 4배 주파수의 클록(4CLK)의 1/4 위상분 만큼 움직인 수치 열, 왼쪽에서 4번째의 줄의 수치 열은 왼쪽에서 3번째 
줄에서 나타내는 수치 열을 4배 주파수의 클록(4CLK)의 1/4 위상분 만큼 또한 움직인 수치 열이라는 것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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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왼쪽에서 5번째 줄의 수치 열은 1∼4번째 줄의 각 수치 열을 대응하는 행끼리 가산해서 4로 나눈 값이다. 이 왼
쪽에서 5번째 줄까지의 처리에 의해 4상(相)의 컨벌루션 연산을 동반하는 4배의 오버 샘플링이 디지털적으로 실행되게 
된다.

상기 5번째 줄에서 오른쪽을 향해서 4열분의 수치 열(왼쪽에서 5∼8열의 수치 열)은 5번째 줄에서 나타내고 있는 수
치 열을 한 개씩 아래 방향으로 시프트해 나간 것이다. 또한, 왼쪽에서 9번째의 수치 열을 5∼8번째 줄의 각 수치 열을 
대응하는 행끼리 가산해서 4로 나눈 값이다. 이 왼쪽에서 9번째 줄까지의 처리에 의해 4상의 컨벌루션 연산을 동반하는 
4배의 오버 샘플링이 디지털적으로 2회 실행되게 된다.

또한, 왼쪽에서 10번째 줄의 수치 열은 9번째 줄에서 나타내는 수치 열을 한 개 아래 방향으로 시프트한 것이다. 또한, 
왼쪽에서 11번째 줄(제일 오른쪽 열)의 수치 열은 9번째 줄의 수치 열과 10번째 줄의 수치 열을 대응하는 행끼리 가산
해서 2로 나눈 값이다. 이 제일 오른쪽의 수치 열이 목적하는 보간값이 되는 것이다.

이 도 16의 제일 오른쪽 열에 나타나는 최종적으로 얻어진 수치 열을 그래프화한 것이 도 17이다. 도 17에 나타내는 
것과 같은 파형을 가지는 함수는 모든 영역에 있어서 1회 미분 가능함으로서, 횡축에 따른 표본 위치(t)가 1에서 33의 
사이에 있을 때에 0이외의 유한한 값을 가지고, 그 이외의 영역에서는 값이 전부 0이 되는 함수이다.

그리고, 함수의 값이 국소적인 영역에서 0이외의 유한한 값을 가지고, 그 이외의 영역에서 0이 되는 경우를 「유한대」
라고 칭한다.

또한, 도 17의 함수는 t=17의 표본점에서만 극대값이 되고, t=1, 9, 25, 33의 4개의 표본점에 있어서 값이 0이 된다
는 특징을 가지는 표본화 함수이며 원활한 파형의 데이터를 얻기 위해 필요한 샘플점은 전부 통과한다.

이와 같이, 도 17에 나타내는 함수는 표본화 함수로서 전 영역에 있어 1회 미분 가능하고 거기에다 표본 위치(t=1, 3
3)에 있어서 0으로 수렴하는 유한대의 함수이다. 따라서, 도 17의 표본화 함수를 써서 각 이산 데이터에 기초한 중합을 
행함으로써 이산 데이터간의 값을 1회 미분 가능한 함수를 사용하여 보간하는 것이 가능하다.

데이터 보간 처리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도 10과 같은 sinc함수는 t=±∞의 표본점에서 0으로 수렴하는 함수이기 때
문에 보간값을 정확하게 구하려고 하면, t=±∞까지의 이산 데이터에 대응해서 보간 위치에서의 sinc함수의 값을 계산
하여, 이를 사용하여 합성곱(컨벌루션) 연산을 행할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해 본 실시예에서 사용되는 도 17의 표본화 
함수는 t=1, 33의 표본점에서 0으로 수렴하기 때문에 t=1∼33의 범위내에서의 이산 데이터만을 고려하면 된다.

    
따라서, 어떤 한 개의 보간값을 구할 경우에는 한정된 n개의 이산 데이터의 값만을 고려하면 되는 것이 되어, 처리량을 
큰 폭으로 삭감할 수가 있다. 또한, t=1∼33의 범위 외의 각 이산 데이터에 대해서는, 본래 고려하여야 하지만 처리량
이나 정밀도 등을 고려하여 무시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론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절단 오차는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본 실시예의 데이터 보간 수법을 이용하면 정확한 보간값을 얻을 수가 있어, 이 정확한 보간값을 이용
해서 압축 처리를 한 경우에 압축 해제측에서 재생되는 데이터에 관해서 압축전의 원래의 데이터에의 재현성을 향상시
킬 수가 있다.
    

도 18은, 도 13에 나타낸 오버 샘플 회로(31)의 구성예를 나타내는 블록도이다. 도 18에 나타내는 것과 같이, 본 실시
예의 오버 샘플 회로(31)는 정규화 데이터 기억부(41), 위상 시프트부(42), 복수의 디지털 승산기(43a∼43d) 및 복
수의 디지털 가산기(44a∼44c)를 구비하여 이루어진다. 그리고, 도 18 중에 나타나는 PLL회로(32)는 도 13에서 나
타낸 것과 같은 것이다.

    
정규화 데이터 기억부(41)는, 도 16의 가장 오른쪽 열에서 나타내는 것과 같이 정규화된 데이터 열을 4상(相) 움직여
서 기억하고 있다. 더욱, 도 16에서는 도 15에 나타낸 디지털 기본 파형에 대해서 4배의 오버 샘플링을 행하는 예를 나
타내고 있지만, 도 13의 오버 샘플 회로(31)에서는 8배의 오버 샘플링을 실시하고 있으므로, 이 정규화 데이터 기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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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에는 디지털 기본 파형이 8배로 오버 샘플링 되어서 컨벌루션 연산에 의해 정규화된 데이터 열이 기억된다. 이 정
규화 기억부(41)에 기억된 4상(相)의 정규화 데이터는 PLL회로(32)에 의해 공급되는 클록(CK0, CK1)에 따라서 판
독되어, 각각 4개의 디지털 승산기(43a∼43d)의 한 쪽의 입력 단자에 공급된다.
    

또한, 위상 시프트부(42)는 압축 대상으로서 입력되는 이산 데이터의 위상을 4상(相) 움직인 위상 시프트 처리를 행한
다. 이 위상 시프트부(42)에 의해 생성된 4상의 이산 데이터는 PLL회로(32)에서 공급되는 클록(CK0, CK1)에 따라
서 출력되고, 각각 4개의 디지털 승산기(43a∼43d)의 다른 쪽의 입력 단자에 공급된다.

4개의 디지털 승산기(43a∼43d)는 정규화 데이터 기억부(41)로부터 출력되는 4상(相)의 정규화 데이터와 상기 위상 
시프트부(42)에 의해 출력되는 4상의 이산 데이터를 각각 승산한다. 이들의 후단에 접속된 3개의 디지털 가산기(44a
∼44c)는 4개의 디지털 승산기(43a∼43d)에서의 승산 결과를 전부 가산해서 그 가산 결과를 도 13의 타이밍 신서사
이저(6) 및 압축 처리부(7)로 출력한다.

이 도 18에 나타내는 구성에서 명확한 바와 같이, 본 실시예에서는 도 16에 나타낸 것 같은 컨벌루션 연산에 의해 얻어
지는 제일 오른쪽 열의 정규화 데이터를 미리 ROM 등의 정규화 데이터 기억부(41)에 기억해 둔다. 그리고, 이 정규화 
데이터를 압축 대상으로서 입력되는 이산 데이터값에 따른 진폭으로 변조해, 이것에 의해 얻어진 데이터를 4상의 컨벌
루션 연산에 의해 합성하여 출력하도록 하고 있다.

압축 대상으로서 입력되는 이산 데이터의 진폭값을 도 15에 나타낸 디지털 기본 파형에 대해 승산하고, 이것에 의해 얻
어진 데이터값에 대해 도 16에 나타낸 것과 같은 컨벌루션 연산을 압축시에 행하도록 해도 되지만, 오버 샘플 회로(31)
를 도 18과 같이 구성한 경우에는 실제 압축시에, 도 16의 컨벌루션 연산 그 자체를 행할 필요 없이 압축 처리를 고속
화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다.

이상 자세하게 설명한 것과 같이, 제2 실시예에 있어서는 압축측에 있어, 입력되는 이산적인 디지털 데이터에 대해 오
버 샘플링과 컨벌루션 연산을 행해 원활하게 변화하는 연속적인 데이터를 생성하여 얻어지는 오버 샘플 데이터로부터 
이산적인 진폭 데이터값과 이들의 일정하지 않은 시간 간격을 나타내는 타이밍 데이터값을 압축 데이터로서 얻도록 하
고 있다.

    
여기서, 오버 샘플링과 컨벌루션 연산을 실행할 때에 디지털 기본 파형으로부터 생성되는 함수는 유한한 표본 위치에서 
값이 0으로 수렴하는 유한대의 표본화 함수이며, 1회 미분 가능한 함수이다. 그러므로, 어떠한 1개의 보조값을 구할 경
우에는 한정된 수의 이산 데이터값만을 고려하면 된다는 것이 되어, 처리량을 큰 폭으로 삭감할 수가 있다. 또한, 절단 
오차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정확한 보간값을 얻을 수가 있으며, 이 보간값을 써서 압축 처리를 한 경우에 압축 해제측에
서 재생되는 데이터에 관해 압축 전 원래의 데이터로의 재현성을 향상시킬 수가 있다.
    

따라서, 제2 실시예에 의하면 제1 실시예와 동등한 높은 압축률을 유지한 채로 압축 데이터를 압축 해제해서 얻어지는 
재생 데이터의 품질을 더욱 향상시킬 수가 있다.

그리고, 제2 실시예에서는 오버 샘플 회로(31)를 반올림 연산부(5)의 후단에 설치했지만 이에 한정되어지는 것은 아
니다. 즉, A/D 변환기(2)와 압축 처리부(7)의 사이라면 어디에 두어도 된다. 또한, 오버 샘플 회로(31)에서는 8배의 
오버 샘플링을 실행하고 있지만 8배에만 한정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2배, 4배 등이 되어도 된다.

그리고, 이상에서 설명한 제1, 2의 실시예에 따른 압축·압축 해제의 방법은 하드웨어 구성, DSP, 소프트웨어의 어떤 
것에 의해서도 실현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소프트웨어에 의해 실현할 경우, 본 실시예의 압축 장치 및 압축 해제 장치는 
실제로는 컴퓨터의 CPU 혹은, MPU, RAM, ROM 등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며, RAM이나 ROM에 기억된 프로그램이 동
작함으로써 실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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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컴퓨터가 본 실시예의 기능을 다 하도록 동작시키는 프로그램을, 예를 들면 CD-ROM과 같은 기록 매체에 기
록하여 컴퓨터에 읽어들여지도록 함으로써 실현할 수 있는 것이다. 프로그램을 기록하는 기록 매체로서는 CD-ROM 
이외에 플로피디스크, 하드디스크, 자기 테이프, 광자기디스크, 불휘발성 메모리 카드 등을 이용할 수가 있다.

또한, 컴퓨터가 공급된 프로그램을 실행함으로써 전술한 실시예의 기능이 실현되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그 프로그램이 
컴퓨터에서 가동하고 있는 OS(운영 체계) 혹은, 기타 응용 프로그램 소프트 등과 공동으로 하여 전술한 실시예의 기능
이 실현되는 경우나, 공급된 프로그램 처리의 모두 혹은, 일부가 컴퓨터의 기능 확장 보드나 기능 확장 유니트에 의해 
행해져 전술한 실시예의 기능이 실현되어지는 경우에도, 관련되는 프로그램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포함된다.

또한, 위에서 설명한 각 실시예는 어떠한 것도 본 발명을 실시함에 있어서의 구체화의 일례를 나타낸 것에 불과하며, 이
것에 의해 본 발명의 기술적인 범위가 한정적으로 해석되어서는 안된다. 즉, 본 발명은 그 기술적 사상, 또는 그 주요한 
특징으로부터 일탈함이 없이, 여러 가지 형태로 실시할 수가 있다.

    산업상 이용 가능성

본 발명은 간단한 구성으로 압축·압축 해제의 처리 시간이 짧고, 또한 높은 압축률과 재생 데이터의 품질 향상의 양쪽
을 실현하는 데에 유용하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입력되는 부호있는 디지털 데이터 또는 입력되는 아날로그 신호를 D/A 변환해서 얻은 부호있는 디지털 데이터에 오프
세트값을 부가해서 부호없는 디지털 데이터로 변환하고, 상기 부호없는 디지털 데이터의 하위 수비트를 반올림 연산을 
행한 후, 반올림한 디지털 데이터를 그 미분값의 극성이 변화하는 점의 시간 간격에서 표본화하여, 각 표본점에 있어서
의 이산적인 진폭 데이터와 각 표본점간의 시간 간격을 나타내는 타이밍 데이터의 조를 압축 데이터로서 얻도록 한 것
을 특징으로 하는 압축 방법.
    

청구항 2.

제1항에서,

상기 오프세트값의 부가에 의해 생성된 부호없는 디지털 데이터에 대하여, 그 값에 따라서 다른 처리를 행함으로써 데
이터의 값을 바꾸어 출력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압축 방법.

청구항 3.

제2항에서,

상기 부호없는 디지털 데이터의 비트 수에 의해 표현할 수 있는 모든 데이터 영역 중, 일부의 데이터 영역에 있어서는 
입력 데이터값을 수배로 해서 출력하는 처리를 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압축 방법.

청구항 4.

제1항에서,

상기 표본점간의 시간 간격이 상기 타이밍 데이터에 할당된 비트 수로 표현할 수 있는 값을 넘었을 경우에는, 복수의 타
이밍 데이터값의 합계에 의해 상기 표본점간의 시간 간격을 나타내도록 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압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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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5.

제1항에서,

적어도 상기 미분값을 구하는 처리를 행하기 전에 압축 대상의 디지털 데이터를 오버 샘플링하여, 이것에 의해 생성된 
오버 샘플 데이터를 이용해서 상기 진폭 데이터와 타이밍 데이터의 조를 압축 데이터로서 얻도록 한 것을 특징으로 하
는 압축 방법.

청구항 6.

제1항에서,

적어도 상기 미분값을 구하는 처리를 행하기 전에 입력되는 n개의 이산 데이터값에 따른 기본 파형의 디지털 데이터를 
오버 샘플링과 이동 평균 연산 또는 합성곱 연산에 의해 합성함으로써 상기 이산 데이터에 대한 디지털의 보간값을 구
하는 처리를 행하여, 이것에 의해 생성된 오버 샘플 데이터를 사용하여 상기 진폭 데이터와 타이밍 데이터의 조를 압축 
데이터로서 얻도록 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압축 방법.

청구항 7.

부호있는 디지털 데이터에 오프세트값을 부가해서 부호없는 디지털 데이터로 변환하는 오프세트 부가 수단,

상기 오프세트 부가 수단에 의해 생성된 부호없는 디지털 데이터의 하위 수비트에 반올림 연산을 행하는 반올림 연산 
수단, 그리고

상기 반올림 연산 수단에 의해 생성된 디지털 데이터를 그 미분값의 극성이 변화하는 점의 시간 간격에서 표본화해서, 
각 표본점에 있어서의 이산적인 진폭 데이터 및 각 표본점간의 시간 간격을 나타내는 타이밍 데이터 조를 압축 데이터
로서 얻는 압축 데이터 생성 수단

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압축 장치.

청구항 8.

제7항에서,

상기 오프세트 부가 수단으로부터 입력되는 부호없는 디지털 데이터를 그 값에 따른 다른 처리에 의해 데이터값을 바꾸
어서 상기 반올림 연산 수단으로 출력함으로써, 입력 데이터값과 출력 데이터값의 관계를 1대1의 관계로부터 벗어나는 
처리를 행하는 비직선화 처리 수단을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압축 장치.

청구항 9.

제8항에서,

상기 비직선화 처리 수단은 입력되는 상기 부호없는 디지털 데이터의 비트 수에 의해 표현할 수 있는 전 데이터 영역 중, 
일부의 데이터 영역에 있어서는 입력 데이터값을 수배로 해서 출력하는 처리를 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압축 장치.

청구항 10.

제7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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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압축 데이터 생성 수단은, 상기 표본점간의 시간 간격이 상기 타이밍 데이터에 할당된 비트 수로 표현할 수 있는 
값을 넘었을 경우에는, 복수의 타이밍 데이터값의 합계에 의해 상기 표본점간의 시간 간격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압축 장치.

청구항 11.

제7항에서,

디지털 데이터에 대해 정수배 주파수의 클록을 써서 오버 샘플링을 행하는 오버 샘플링 수단을 더 포함하며,

상기 오버 샘플링 수단에 의해 생성된 디지털 데이터를 기초로 상기 진폭 데이터와 타이밍 데이터의 조를 압축 데이터
로서 얻을 수 있도록 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압축 장치.

청구항 12.

제7항에서,

입력되는 n개의 이산 데이터값에 따른 기본 파형의 디지털 데이터를 오버 샘플링과 이동 평균 연산 또는 합성곱(컨벌루
션) 연산에 의해 합성함으로써 상기 이산 데이터에 대한 디지털의 보간값을 구하는 오버 샘플링 수단을 더 포함하며,

상기 오버 샘플링 수단에 의해 생성된 디지털 데이터를 기초로 상기 진폭 데이터와 타이밍 데이터의 조를 압축 데이터
로서 얻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압축 장치.

청구항 13.

    
압축 대상의 데이터로부터 추출된 소정의 표본점에 있어서의 진폭 데이터와 각 표본점간의 시간 간격을 나타내는 타이
밍 데이터의 조로 이루어지는 압축 데이터에 대해서, 각 표본점에 있어서의 진폭 데이터값을 압축측에서 반올림 연산된 
비트 수만큼 배수화하고, 이것에 의해 얻어진 각 표본점의 진폭 데이터와 그 사이의 타이밍 데이터를 이용해서 상기 타
이밍 데이터에 의해 나타내어지는 시간 간격을 가지는 진폭 데이터 사이를 보간하는 보간 데이터를 구한 후, 상기 보간 
데이터로부터 압축측에 부가된 것과 같은 오프세트값을 감산함으로써 부호있는 디지털 데이터로 이루어지는 압축 해제 
데이터를 얻도록 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압축 해제 방법.
    

청구항 14.

제13항에서,

상기 배수화 처리에 의해 생성된 디지털 데이터에 대해, 그 값에 따라서 다른 처리를 행함으로써 데이터값을 바꾸어서 
출력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압축 해제 방법.

청구항 15.

제14항에서,

상기 배수화된 디지털 데이터의 비트 수에 의해 표현할 수 있는 모든 데이터 영역 중, 일부의 데이터 영역에 있어서는 
입력 데이터값을 수분의 1배로 해서 출력하는 처리를 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압축 해제 방법.

청구항 16.

 - 20 -



공개특허 특2002-0031103

 
압축 대상의 데이터로부터 추출된 소정의 표본점에 있어서의 진폭 데이터와 각 표본점간의 시간 간격을 나타내는 타이
밍 데이터의 조로 구성되는 압축 데이터에 대해서, 각 표본점에 있어서의 진폭 데이터값을 압축측에서 반올림 연산된 
비트 수만큼 배수화하는 배수화 처리 수단,

상기 배수화 처리 수단에 의해 생성된 각 표본점의 진폭 데이터와 그 사이의 타이밍 데이터를 사용하여 상기 타이밍 데
이터에 의해 나타나는 시간 간격을 가지는 진폭 데이터 사이를 보간하는 보간 데이터를 구하는 압축 해제 처리 수단, 그
리고

상기 압축 해제 처리 수단에 의해 얻어진 보간 데이터에서, 압축측에 부가된 것과 같은 오프세트값을 감산함으로써 부
호있는 디지털 데이터로 이루어지는 압축 해제 데이터를 얻는 오프세트 감산 수단

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압축 해제 장치.

청구항 17.

제16항에서,

상기 배수화 처리 수단으로부터 입력되는 진폭 데이터를 그 값에 따라 다른 처리에 의해 데이터값을 바꾸어 상기 압축 
해제 처리 수단으로 출력함으로써, 입력 데이터값과 출력 데이터값의 관계를 1대1의 관계로 되돌리는 처리를 행하는 직
선화 처리 수단을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압축 해제 장치.

청구항 18.

제17항에서,

상기 직선화 처리 수단은 입력되는 상기 진폭 데이터의 비트 수에 의해 표현할 수 있는 모든 데이터 영역 중, 일부의 데
이터 영역에 있어서는 입력 데이터값을 수분의 1배로 해서 출력하는 처리를 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압축 해제 장치.

청구항 19.

압축측에 있어서 압축 대상의 부호있는 디지털 데이터에 오프세트값을 부가함으로써 부호없는 디지털 데이터로 변환하
고, 상기 부호없는 디지털 데이터에 대해서 하위 수비트의 반올림 연산을 행한 후, 상기 반올림 연산이 가해진 디지털 
데이터를 그 미분값의 극성이 변화하는 점의 시간 간격에서 표본화하고, 각 표본점에 있어서의 이산적인 진폭 데이터값
과 각 표본점간의 시간 간격을 나타내는 타이밍 데이터값의 조를 압축 데이터로서 얻는 동시에,

    
압축 해제측에 있어서 상기 압축 데이터 중에 포함되는 진폭 데이터값을 압축측에서 반올림 연산된 비트 수만큼 배수화 
한 후, 이것에 의해 얻어지는 진폭 데이터값과 상기 압축 데이터 중에 포함되는 타이밍 데이터값을 이용하여 상기 타이
밍 데이터에 의해 나타나는 시간 간격이 되도록 상기 진폭 데이터를 재생하는 동시에, 연속하는 2개의 표본점에 있어서
의 2개의 진폭 데이터와 그 사이의 타이밍 데이터에 기초하여 상기 2개의 진폭 데이터 사이를 보간하는 보간 데이터를 
생성하고, 생성된 보간 데이터로부터 압축측과 같은 오프세트값을 감산함으로써 압축 해제 데이터를 얻도록 한 것을 특
징으로 하는 압축·압축 해제 시스템.
    

청구항 20.

제19항에서,

압축측에 있어서 상기 오프세트값의 부가에 의해 생성된 부호없는 디지털 데이터를 그 값에 따라 다른 처리를 행함으로
써 데이터값을 바꾸어 상기 반올림 연산 처리로 도출하는 동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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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축 해제측에 있어서 상기 배수화 처리에 의해 생성된 진폭 데이터를 그 값에 따라 다른 처리를 행함으로써 데이터값
을 바꾸어 상기 보간 데이터의 생성 처리로 도출하도록 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압축·압축 해제 시스템.

청구항 21.

제19항에서,

상기 표본점간의 시간 간격이 상기 타이밍 데이터에 할당된 비트 수로 표현할 수 있는 값을 넘었을 경우에는 복수의 타
이밍 데이터값의 합계에 의해 상기 표본점간의 시간 간격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압축·압축 해제 
시스템.

청구항 22.

제19항에서,

압축측에 있어서 입력되는 n개의 이산 데이터값에 따른 기본 파형의 디지털 데이터를 오버 샘플링과 이동 평균 연산 또
는 합성곱에 의해 합성함으로써 상기 이산 데이터에 대한 디지털의 보간값을 구하고, 상기 오버 샘플링된 데이터를 기
초로 상기 진폭 데이터와 타이밍 데이터의 조를 압축 데이터로서 얻도록 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압축·압축 해제 시스
템.

청구항 23.

제1항의 압축 방법의 처리 절차를 컴퓨터에 실행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을 기록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컴퓨터 판독 가능
한 기록 매체.

청구항 24.

제13항의 압축 해제 방법의 처리 절차를 컴퓨터에 실행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을 기록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컴퓨터 판
독 가능한 기록 매체.

청구항 25.

제7항의 각 수단으로서 컴퓨터를 기능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을 기록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컴퓨터 판독 가능한 기록 매
체.

청구항 26.

제16항의 각 수단으로서 컴퓨터를 기능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을 기록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컴퓨터 판독 가능한 기록 
매체.

청구항 27.

제19항의 압축·압축 해제 시스템의 기능을 컴퓨터에 실현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을 기록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컴퓨터 
판독 가능한 기록 매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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