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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오디오 신호에 적응적으로 부가 정보를 삽입하기 위한방법, 오디오 신호에 삽입된 부가 정보의
재생 방법, 및그 장치와 이를 구현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기록된 기록 매체

요약

오디오 신호에 적응적으로 부가 정보를 삽입하기 위한 방법, 부가 정보의 재생 방법, 및 그 장치와 이를 구현하기 위
한 프로그램이 기록된 기록 매체가 개시되어 있다.

본 발명에 따른 입력 오디오 데이터에 부가 정보를 적응적으로 삽입하기 위한 방법은 상기 입력 오디오 데이터의 에
너지를 소정의 크기를 갖는 오디오 블록 단위로 계산하는 단계와, 상기 계산된 현재 오디오 블록의 에너지 값에 기
초하여, 상기 부가 정보를 삽입하기 위해 사용되는 삽입 패턴을 결정하는 단계와, 상기 결정된 삽입 패턴에 기초하
여 상기 현재 오디오 블록의 서브-오디오 블록 단위로 부가 정보를 삽입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본 발명에 따른 부가
정보 삽입 방법을 사용함으로써, 청취자가 오디오 음질의 저하를 지각하지 않도록 하면서도, 보다 많은 부가 정보를
오디오 데이터에 삽입하는 것이 가능하며, 또한 본 발명에 따라 삽입된 부가 정보를 이용하여 다양한 애플리케이션
에 적용할 수 있다는 효과가 있다.

대표도

도 3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에 사용되는 지각 부호화 방법을 설명하기 위한 도면

도 2 (a)(b)는 본 발명에 사용되는 부가 정보 삽입 방법을 설명하기 위한 도면

도 3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적응적 부가 정보 삽입 장치를 도시하는 블록도

도 4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사용되는 가사 데이터 패킷의 구조를 도시하는 도면

도 5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사용되는 MIDI 데이터 패킷의 구조를 도시하는 도면

도 6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사용되는 스크램블러를 도시하는 도면

도 7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적응적 부가 정보 삽입 방법을 설명하기 위한 흐름도

도 8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부가 정보 재생 장치를 도시하는 블록도

도 9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사용되는 디스크램블러를 도시하는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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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0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부가 정보 재생 방법을 설명하기 위한 흐름도

도 11은 본 발명의 또 다른 실시예에 따른 부가 정보 재생 장치를 도시하는 블록도

도 12은 본 발명의 또 다른 실시예에 따른 부가 정보 재생 방법을 설명하기 위한 흐름도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오디오 데이터에 부가 정보를 삽입하기 위한 방법 및 그 장치에 관한 것으로서, 특히 입력 오디오 데이터
의 에너지 레벨에 따라 오디오 데이터에 부가 정보를 적응적으로 삽입하기 위한 방법 및 부가 정보가 삽입된 오디오
데이터를 재생하기 위한 방법에 관한 것이다.

PCM (pulse code modulation) 방식은 아날로그 데이터를 소정의 주기로 표본화하고, 양자화하여 8, 16, 32, 또는
64 비트로 이진 부호화하는 방식이다.

본 발명에서 사용되는 비트 롭(bit robbing) 방식은 PCM 부호화된 샘플 신호, 즉 원래 PCM 샘플이 갖고 있는 정보
와 상관 없는 정보를 PCM 샘플에 부가하기 위해 PCM 샘플의 소정 비트를 사용하는 방법이다. 예를 들어, 소정의
내용을 운반하기 위하여, PCM 데이터에 독립적인 데이터 채널을 형성하기 위해, PCM 샘플링된 데이터 중 소정의
비트를 규칙적으로 사용하는 것이다.

이러한 비트 롭 방식은 공중 회선 망(public switched telephone network: PSTN) 및 사설 네트워크에서 음성 및
데이터를 전송하기 위해 폭넓게 사용되고 있는 T-캐리어(T-carrier) 시스템에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시스템에서
는 PCM 샘플 중 어떤 비트들이 사용될 지에 대한 정보는 미리 알려져 있어야 한다. 이러한 방식은 미국 특허 제
5,864,600호에 개시되어 있다.

따라서, 종래 통신 시스템에 사용된 비트 롭 방식은 삽입되는 정보의 데이터 레이트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다양
한 애플리케이션에 응용하기 위해 필요한 충분한 부가 정보를 삽입하는 것이 곤란한 문제점이 있었으며, 또한 삽입
되는 부가 정보를 늘리는 경우, 오디오 신호의 음질의 저하를 발생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은 이러한 종래 기술에서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서, 입력 오디오 데이터의 에너지 레벨에 따라 부
가 정보를 적응적으로 삽입함으로써, 오디오 음질의 저하 없이 오디오 데이터에 부가 정보를 삽입하는 부가 정보 삽
입 방법 및 장치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본 발명은 부가 정보가 삽입된 오디오 데이터로부터 부가 정보를 재생하기 위한 부가 정보 재생 방법 및 장치
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상기 목적은 본 발명에 따른 입력 오디오 데이터에 부가 정보를 적응적으로 삽입하기 위한 방법에 있어서, 상기 입
력 오디오 데이터의 에너지를 소정의 크기를 갖는 오디오 블록 단위로 계산하는 단계와, 상기 계산된 현재 오디오
블록의 에너지 값에 기초하여, 상기 부가 정보를 삽입하기 위해 사용되는 삽입 패턴을 결정하는 단계와, 상기 결정
된 삽입 패턴에 기초하여 상기 현재 오디오 블록의 서브-오디오 블록 단위로 부가 정보를 삽입하는 단계를 포함하
는 방법에 의해 달성된다.

또한, 상기 목적은 본 발명에 따른 입력 오디오 데이터에 부가 정보를 적응적으로 삽입하기 위한 장치에 있어서, 상
기 입력 오디오 데이터의 에너지를 소정의 크기를 갖는 오디오 블록 단위로 계산하고, 상기 계산된 현재 오디오 블
록의 에너지 값에 기초하여, 상기 부가 정보를 삽입하기 위해 사용되는 삽입 패턴을 결정하는 에너지 레벨 결정부
와, 상기 결정된 삽입 패턴에 기초하여 상기 현재 오디오 블록의 서브-오디오 블록 단위로 부가 정보를 삽입하는 부
가 정보 삽입부를 포함하는 장치에 의해서도 달성된다.

또한, 상기 목적은 본 발명에 따른 입력된 오디오 데이터에 삽입된 부가 정보를 재생하기 위한 방법에 있어서, 상기
입력 오디오 데이터의 에너지를 소정의 크기를 갖는 오디오 블록 단위로 계산하는 단계와, 상기 계산된 현재 오디오
블록의 에너지 값에 기초하여, 상기 부가 정보를 삽입하기 위해 사용된 삽입 패턴을 결정하는 단계와, 상기 결정된
삽입 패턴에 기초하여 현재 오디오 블록의 서브-오디오 블록 단위로 삽입된 부가 정보를 추출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하는 방법에 의해서도 달성된다.

또한, 상기 목적은 본 발명에 따른 입력된 오디오 데이터에 삽입된 부가 정보를 재생하기 위한 장치에 있어서, 상기
입력 오디오 데이터의 에너지를 소정의 크기를 갖는 오디오 블록 단위로 계산하는 에너지 레벨 계산부와, 상기 계산
된 현재 오디오 블록의 에너지 값에 기초하여, 상기 부가 정보를 삽입하기 위해 사용된 삽입 패턴을 결정하고, 상기
결정된 삽입 패턴에 기초하여 현재 오디오 블록의 서브-오디오 블록 단위로 삽입된 부가 정보를 추출하는 부가 정
보 추출부를 포함하는 장치에 의해서도 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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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상기 목적은 본 발명에 따른 입력된 오디오 데이터에 삽입된 부가 정보를 재생하기 위한 방법에 있어서, 상기
입력 오디오 데이터로부터 동기 정보를 검출하는 단계와, 상기 검출된 시작 동기 워드가 유효한 경우, 서브-오디오
블록 단위로 기간 정보 및 비트 롭 패턴 정보를 추출하는 단계와, 상기 추출된 기간 정보 및 비트 롭 패턴 정보에 기
초하여 상기 서브-오디오 블록으로부터 부가 정보를 추출하는 단계를 포함하며, 상기 기간 정보는 상기 부가 정보
가 삽입된 서브-오디오 블록의 범위를 나타내며, 상기 비트 롭 패턴 정보는 서브-오디오 블록 중 부가 정보를 삽입
하기 위해 사용된 비트 수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는 방법에 의해서도 달성된다.

또한, 상기 목적은 본 발명에 따른 입력된 오디오 데이터에 삽입된 부가 정보를 재생하기 위한 장치에 있어서, 상기
입력 오디오 데이터로부터 동기 정보를 검출하는 동기 검출부와, 상기 검출된 시작 동기 워드가 유효한 경우, 서브-
오디오 블록 단위로 기간 정보 및 비트 롭 패턴 정보를 추출하는 기간 및 비트 롭 패턴 정보 추출부와, 상기 추출된
기간 정보 및 비트 롭 패턴 정보에 기초하여 상기 서브-오디오 블록으로부터 부가 정보를 추출하는 부가 정보 추출
부를 포함하며, 상기 기간 정보는 상기 부가 정보가 삽입된 서브-오디오 블록의 범위를 나타내며, 상기 비트 롭 패턴
정보는 서브-오디오 블록 중 부가 정보를 삽입하기 위해 사용된 비트 수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는 장치에 의해서도
달성된다.

상기 목적은 입력 오디오 데이터의 에너지를 소정의 크기를 갖는 오디오 블록 단위로 계산하는 단계와, 상기 계산된
현재 오디오 블록의 에너지 값에 기초하여, 상기 부가 정보를 삽입하기 위해 사용되는 삽입 패턴을 결정하는 단계
와, 상기 결정된 삽입 패턴에 기초하여 상기 현재 오디오 블록의 서브-오디오 블록 단위로 부가 정보를 삽입하는 단
계를 포함하는 입력 오디오 데이터에 부가 정보를 적응적으로 삽입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기록한 컴퓨터로 읽을 수
있는 기록 매체에 의해서도 달성된다.

또한, 상기 목적은 입력 오디오 데이터의 에너지를 소정의 크기를 갖는 오디오 블록 단위로 계산하는 단계와, 상기
계산된 현재 오디오 블록의 에너지 값에 기초하여, 상기 부가 정보를 삽입하기 위해 사용된 삽입 패턴을 결정하는
단계와, 상기 결정된 삽입 패턴에 기초하여 현재 오디오 블록의 서브-오디오 블록 단위로 삽입된 부가 정보를 추출
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본 발명에 따른 입력된 오디오 데이터에 삽입된 부가 정보를 재생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기록
한 컴퓨터로 읽을 수 있는 기록 매체에 의해서도 달성된다.

또한, 상기 목적은 입력 오디오 데이터로부터 동기 정보를 검출하는 단계와, 상기 검출된 시작 동기 워드가 유효한
경우, 서브-오디오 블록 단위로 기간 정보 및 비트 롭 패턴 정보를 추출하는 단계와, 상기 추출된 기간 정보 및 비트
롭 패턴 정보에 기초하여 상기 서브-오디오 블록으로부터 부가 정보를 추출하는 단계를 포함하며, 상기 기간 정보
는 상기 부가 정보가 삽입된 서브-오디오 블록의 범위를 나타내며, 상기 비트 롭 패턴 정보는 서브-오디오 블록 중
부가 정보를 삽입하기 위해 사용된 비트 수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는 입력된 오디오 데이터에 삽입된 부가 정보를 재
생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기록한 컴퓨터로 읽을 수 있는 기록 매체에 의해서도 달성된다.

도 1은 본 발명에 사용되는 비트-롭(bit-robbing) 방식을 설명하기 위한 도면이다.

본 발명에서는 부가 정보, 예를 들어 노래 가사, MIDI 데이터 등을 오디오 데이터의 PCM 샘플에 삽입하기 위해 비
트-롭 방식을 사용한다.

본 발명에서 비트-롭 되는 비트들의 위치 및 비트-롭되는 비트의 수는 청각 심리(psycoacoustic) 특성을 고려하여
결정된다.

예를 들어, 입력 오디오의 에너지 레벨이 소정의 크기 이상인 경우, PCM 인코딩된 오디오의 경우, 오디오 샘플의 복
수개의 최하위 비트 (least significant bit: LSB)에 부가 정보를 삽입하더라도, 이로 인한 잡음(noise)은 원래의 오
디오에 의해 들리지 않게 된다. 따라서, 입력 오디오의 에너지 레벨에 따라, 적응적으로 부가 정보를 삽입함으로써,
음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도,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에 사용되는 부가 정보를 삽입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도 1은 본 발명에서 이용되는 지각 부호화 방법을 설명하기 위한 도면이다.

도 1은 마스킹하는 음에 의해 마스킹이 이루어지는 동시-마스킹(simultaneous-masking), 마스킹하는 음의 전 후
의 후방성 마스킹(pre-masking) 및 전향성 마스킹(post masking)을 도시한다. 도 1에 도시된 바와 같이, 마스킹하
는 음의 전 후에도 마스킹 효과, 즉 후방성 및 전향성 마스킹 효과가 나타나는데 이를 순시 마스킹 효과(temporal
masking effect)라고 한다.

여기에서, 동시-마스킹의 경우, 마스킹하는 음의 음압에 비례해서 마스킹 효과는 크게 나타난다. 또한, 순시 마스킹
효과는 마스킹하는 음과의 시간차가 짧을수록 크게 나타난다.

본 발명에서는 청취자가 음질 저하를 지각하지 못하는 범위내에서 보다 많은 정보를 입력 오디오 신호에 삽입하기
위해 상기 마스킹 효과를 이용한다.

이하에서는, 도 2 내지 도 12를 참조하여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들을 설명한다.

도 2(a)(b)는 본 발명에서 사용되는 비트 롭 방식을 설명하기 위한 도면이다.

도 3은 본 발명에 따른 입력 오디오 신호에 부가 정보를 삽입하기 위한 인코더를 도시하는 블록도이다.

본 발명에 따른 인코더는 기준 블록 길이 결정부(310), 에너지 레벨 결정부(320), 부가 정보 데이터 패킷 생성부
(330), 데이터 패킷 랜덤화부(340), 및 부가 정보 삽입부(350)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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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블록 길이 결정부(310)는 입력 오디오 신호의 특성에 따라, 에너지 레벨 계산을 위한 기준 블록의 길이를 결정
한다. 예를 들어, 입력 오디오 신호가 음악 신호인 경우 에너지 레벨 계산을 위한 데이터 단위는 30-50 msec 이고,
입력 오디오 신호가 스피치 신호(speech signal)인 경우에는 데이터 단위는 20 msec 이다. 이는, 스피치 신호가 음
악 신호에 비해 시간에 따른 에너지 변동 폭이 큰 것을 고려한 것이다.

본 실시예에서는, 기준 블록 길이 결정부(310)를 사용하여 에너지 레벨 계산을 위한 오디오 블록의 길이를 결정하였
지만, 선택적으로 선정된 길이를 갖는 오디오 블록을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에너지 레벨 결정부(320)는 기준 블록 길이 결정부(310)에서 결정된 길이를 갖는 기준 블록 단위로 입력 오디오 신
호의 에너지를 계산한다. 이하에서는, 상기 결정된 길이의 오디오 신호를 오디오 블록이라 칭한다. 예를 들어, 입력
오디오 신호가 음악 신호인 경우, 에너지 블록 계산의 단위가 되는 오디오 블록의 길이는 30-50 msec 이다.

계산된 에너지는 소정의 임계값과 비교되어, 입력된 오디오 신호의 에너지 레벨이 정해진다. 본 실시예에서는 제1
기준 값 및 제2 기준 값을 사용하여, 소정 데이터 단위의 오디오 신호의 에너지 레벨을 낮음, 중간, 또는 높음 레벨
중 하나로서 분류한다.

에너지 레벨 결정부(320)에서 결정된 에너지 레벨은 현재 오디오 블록 뿐만 아니라, 이전 오디오 블록 및 이후 오디
오 블록에 대한 적응적 부가 정보 삽입을 위해 이용된다. 이때, 부가 정보 삽입은 서브-오디오 블록, 예를 들어 PCM
샘플 단위로 이루어진다. 이하에서는, 설명의 편의를 위해 PCM 샘플의 비트 수가 16인 경우를 고려하여 설명한다.

오디오 블록의 에너지 레벨에 따라 PCM 샘플에 부가 정보를 삽입하기 위해 사용되는 비트의 수 및 위치가 결정된
다.

예를 들어, 현재 오디오 블록의 에너지가 제1 기준 값 이하인 경우, 즉 에너지 레벨이 낮은 레벨인 경우에는, 이 신호
레벨은 PCM 샘플의 최하위 비트에 삽입된 부가 정보, 즉 비트-롭된 비트로 인한 노이즈를 마스크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부가 정보는 PCM 샘플에 삽입되지 않는다. 즉, 삽입된 비트에 의해 야기되는 노이즈가 사용자에 의해 지각
되기 때문에, 부가 정보는 스트림으로 삽입되지 않는다.

하지만, 선택적으로 에너지 레벨 결정부(320)는 현재 오디오 블록의 이전 또는 이후 오디오 블록의 에너지가 제1 기
준값 이상, 즉 중간 레벨 또는 높은 레벨인 경우에는 부가 정보를 오디오 데이터에 삽입한다. 이는, 도 1에 도시된 후
방성 마스킹(pre-masking) 및 전향성 마스킹(post-masking) 효과 때문에, 현재 오디오 블록의 에너지 레벨이 낮
은 경우에도, 이전 또는 이후 오디오 블록의 에너지 레벨이 높은 경우에는 삽입되는 부가 정보로 인한 잡음은 청취
자에 의해 지각되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현재 오디오 블록의 에너지가 제1 기준 값 보다 크고 제2 기준 값 보다는 작은 경우, 즉 에너지 레벨이 중간 레
벨인 경우에는, 16 비트의 PCM 샘플 데이터 중 소정 수의 비트, 예를 들어 최하위 비트(least significant bit: LSB)
가 부가 정보를 삽입하기 위해 사용된다. 이는, 비트-롭된 비트로 인한 잡음은 청각 심리 효과에 의해 마스크되기 때
문에, 즉 삽입된 비트에 의해 야기되는 잡음이 사용자에 의해 지각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재 오디오 블록의
에너지 레벨이 중간 레벨인 경우, 본 실시예에서는 도 2(a)에 도시된 PCM 샘플의 소정 수의 최하위 비트에 부가 정
보를 삽입한다.

또한, 현재 오디오 블록의 에너지가 제2 기준 값 이상인 경우, 즉 에너지 레벨이 높은 레벨인 경우에는, 중간 레벨에
서와 동일한 이유로 도 2(a)에 도시된 16 비트의 PCM 샘플 중 최하위 비트와 최하위 비트에 인접한 복수개의 비트
(multi bit)를 사용하여 부가 정보를 삽입한다. 이는, 높은 에너지 레벨에서는 최하위 비트를 포함한 복수개의 비트
가 비트-롭 되더라도, 이로 인한 잡음은 청각 심리 효과에 의해 마스크되어, 청취자가 노이즈를 지각하지 못하기 때
문이다.

이때, 현재 오디오 블록의 에너지 레벨이 높은 레벨인 경우 비트-롭 될 수 있는 비트의 수는 에너지 레벨이 중간 레
벨인 경우보다 많다.

본 실시예에서는 오디오 블록의 에너지 레벨이 중간 레벨 또는 높은 레벨인 경우, 도 2(a)에 도시된 바와 같이, 삽입
되는 부가 정보는 해당 오디오 블록의 매 PCM 샘플 마다 삽입된다. 하지만, 선택적으로 도 2(b)에 도시된 바와 같이
해당 오디오 블록의 소정 수의 PCM 샘플 간격으로 부가 정보가 삽입되도록 하는 것도 가능하다.

또한, 본 실시예에서는 현재 오디오 블록의 에너지 레벨이 낮은 레벨이고, 현재 오디오 블록의 이전 및/또는 이후 오
디오 블록의 에너지 레벨이 중간 레벨 또는 높은 레벨인 경우에도, 부가 정보는 해당 오디오 블록의 매 PCM 샘플 마
다 삽입된다. 하지만, 선택적으로 해당 오디오 블록의 소정 수의 PCM 샘플 간격으로 부가 정보가 삽입되도록 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와 같이, 청각 심리 효과를 고려함으로써, 비트-롭 방식에 의해 변형되는 PCM 샘플들이 원 오디오에 지각적으로
(perceptually) 유사하도록 비트-롭되는 비트 및 비트의 수를 적응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가능하다.

본 실시예에서, 현재 오디오 블록의 에너지 레벨이 중간 레벨이거나 높은 레벨인 경우, 또는 현재 오디오 블록의 에
너지 레벨이 낮은 레벨이더라도 이전 또는 이후 오디오 블록의 에너지 레벨이 높은 레벨인 경우, 서브 오디오 블록,
즉 PCM 샘플의 동적 범위(dynamic range)를 소정 수의 비트씩, 예를 들어 1 및 2 비트씩 감소시키더라도, 그 효과
는 거의 지각할 수 없다. 이는, 통상적으로 부가 정보 데이터 패킷은 오디오 데이터 스트림의 5% 내지 10% 내에서
만 전송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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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시간의 5%에 대해 1비트 3%에 대해 2비트가 비트-롭되는 경우를 가정하면, 이 경우, 비트-롭 가능한
비트는 초당 9702 비트, 즉 (5 ×1 × 44100 × 2 + 3 × 2 ×44100 × 2)/100 이다. 따라서, 청취자가 오디오 음질
의 저하를 지각할 수 없는 범위내에서 오디오 신호에 상기 비트 레이트의 부가 정보를 삽입하여, 다양한 애플리케이
션을 구현하는 것이 가능하다.

특히, 본 발명에 따른 청각 심리 효과에 기초한 적응적 부가 정보 삽입 방법을 사용함으로써, 청취자가 음질의 저하
를 지각할 수 없는 범위내에서 보다 많은 부가 정보를 오디오 신호에 삽입하는 것이 가능하다.

에너지 레벨 결정부(320)는 결정된 에너지 레벨에 기초하여 부가 정보 삽입을 위해 사용되는 PCM 샘플의 수에 관
련된 정보를 포함하는 삽입 정보를 부가 정보 데이터 패킷 생성부(340)로 전송한다.

선택적으로, 상기 삽입 정보는 부가 정보 삽입을 위해 사용되는 비트의 위치 정보를 포함한다.

부가 정보 데이터 패킷 생성부(340)에서는 오디오 데이터에 삽입될 부가 정보 데이터 패킷을 생성한다.

도 4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사용되는 부가 정보 데이터 패킷의 구조를 도시한다. 본 발명에 따른 부가 데이터 패
킷은 동기 워드(sync word), 기간 정보(duration information), 및 부가 데이터를 포함한다.

시작 동기 워드(start synchronization word)는 부가 정보 데이터 패킷의 시작을 나타낸다. 본 실시예에서 시작 동
기 워드는 16 비트를 사용한다. 16 비트는 시작 코드(start code)로서 충분한 길이이며, 오 검출(false detection)의
확률은 매우 낮다. 본 실시예에서는 동기 워드는 에너지 레벨을 고려하지 않고, PCM 샘플의 최하위 비트를 사용하
여 삽입된다.

기간 정보는 부가 정보를 삽입하기 위해 사용되는 PCM 샘플의 수를 나타낸다.본 실시예에서, 기간 정보는 동기 워
드 다음의 16 비트를 사용하며, PCM 샘플의 최하위 비트를 사용하여 삽입된다. 기간 정보에 부가 정보가 삽입되는
PCM 샘플의 수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는 것은 에너지 레벨이 중간 레벨 또는 높은 레벨인 경우에도, 삽입하고자 하
는 소정의 부가 정보가 이미 삽입된 경우, 그 이후의 PCM 샘플들에 대해서는 비트-롭을 수행하지 않았다는 것을 나
타내기 위해서이다.

부가 데이터는 현재 오디오 블록, 이전 오디오 블록, 및 이후 오디오 블록의 에너지 레벨에 기초하여 PCM 샘플들에
적응적으로 삽입된다.

예를 들어, 현재 오디오 블록의 에너지 레벨이 중간 레벨인 경우, 부가 데이터는 PCM 샘플의 하나의 최하위 비트를
사용하여 삽입된다. 또한, 현재 오디오 블록의 에너지 레벨이 높은 레벨인 경우, 부가 데이터는 PCM 샘플의 복수개
의 최비트(multiple bit)를 사용하여 삽입된다. 또한, 현재 오디오 블록의 에너지 레벨이 낮은 레벨이고, 이전 오디오
블록 또는 이후 오디오 블록의 에너지 레벨이 중간 또는 높은 레벨인 경우, 부가 데이터는 PCM 샘플의 최하위 비트
를 사용하여 삽입된다.

본 실시예에서, 현재 오디오 블록, 이전 오디오 블록, 및 이후 오디오 블록의 에너지 레벨에 따라 비트-롭 되는 비트
의 수는 하나 또는 복수개의 비트로 구분되지만, 에너지 레벨에 따라 비트-롭 되는 비트의 수는 다른 패턴으로 결정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현재 오디오 블록의 에너지 레벨이 중간 레벨인 경우, 부가 데이터 삽입을 위해 도 2(a)에 도시된 바와 같
이, 매 PCM 샘플 마다 하나 이상의 비트를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또한, 현재 오디오 블록의 에너지 레벨이 낮은
레벨이고, 이전 오디오 블록 또는 이후 오디오 블록의 에너지 레벨이 중간 또는 높은 레벨인 경우, 도 2(b)에 도시된
바와 같이, 소정 수의 PCM 샘플 마다 하나의 최하위 비트를 사용하여 삽입하도록 하는 것도 가능하다.

종료 동기 워드는 부가 데이터 패킷이 모두 삽입되었음을 나타낸다. 본 실시예에서는 종료 동기 워드의 길이는 16비
트를 사용한다.

도 5는 본 발명의 또 다른 실시예에 사용되는 부가 정보 데이터 패킷의 구조를 도시한다. 본 발명에 따른 부가 데이
터 패킷은 동기 워드, 기간 정보, 비트 롭 패턴 정보(bit robbing pattern information) 및 부가 데이터를 포함한다.
여기에서, 동기 워드 및 기간 정보는 도 4(a)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므로 상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비트 롭 패턴 정보는 서브-오디오 블록, 예를 들어 PCM 샘플 중 부가 데이터 삽입을 위해 사용되는 비트의 수에 대
한 정보를 포함한다. 선택적으로, 비트 롭 패턴 정보는 부가 데이터 삽입을 위해 사용되는 비트의 위치 정보, 예를 들
어 부가 데이터가 5 개의 PCM 샘플 간격으로 삽입되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될 수 있다.

데이터 패킷 랜덤화부(340)는 부가 정보 데이터 패킷 생성부(330)에서 생성된 부가 정보 데이터 패킷을 랜덤화하
고, 랜덤화된 데이터 패킷을 부가 정보 삽입부(350)로 출력한다. 본 실시예에서는 데이터 패킷 랜덤화부(340)를 사
용하여, 생성된 부가 정보 데이터 패킷을 랜덤화한 후 부가 정보 삽입부(350)로 출력하였지만, 선택적으로 생성된
부가 정보 데이터 패킷을 랜덤화하지 않고 부가 정보 삽입부(350)로 출력하는 것도 가능하다. PCM 샘플에 삽입되
는 랜덤화된 부가 정보 데이터 패킷은 최상위 비트 (most significant bit: MSB)에 대한 디더 신호(dither signal)로
서 기능한다.

도 6은 도 3의 데이터 패킷 랜덤화부(340)에서 데이터 패킷을 랜덤화하기 위해 사용되는 피드백 시프트 레지스터를
사용하는 스크램블러의 한 예를 도시하는 도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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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정보 삽입부(350)는 에너지 레벨 결정부(320)에서 입력된 오디오 블록들의 에너지 레벨 정보에 따라, 데이터
패킷 랜덤화부(340) 또는 부가 정보 데이터 패킷 생성부(330)로부터 입력된 부가 정보를 서브-오디오 블록, 예를
들어 PCM 샘플 단위로 삽입한다. 이때, 도 4(a)(b)에 도시된 부가 정보 데이터 패킷의 동기 워드, 기간 정보, 및 비
트 롭 패턴 정보는 PCM 샘플의 최하위 비트를 사용하여 삽입되며, 부가 데이터는 오디오 블록의 에너지 레벨에 따
라 PCM 샘플들에 적응적으로 삽입된다.

예를 들어, 현재 오디오 블록의 에너지 레벨이 낮은 레벨인 경우에는 부가 정보 삽입을 스킵한다.

하지만, 선택적으로 현재 오디오 블록의 에너지 레벨이 낮은 레벨인 경우에도, 이전 및 이후 오디오 블록의 에너지
레벨이 중간 레벨 또는 높은 레벨인 경우, 제1 패턴에 따라 부가 정보를 삽입하도록 하는 것도 가능하다. 여기에서,
제1 패턴에 따른 부가 정보 삽입은, 소정수의 서브-오디오 블록 간격, 예를 들어 5개의 PCM 샘플 간격으로 PCM 샘
플의 최하위 비트를 사용하여 부가 데이터를 삽입하는 방식이다.

또한, 현재 오디오 블록의 에너지 레벨이 중간 레벨인 경우에는 제2 패턴에 따라 서브-오디오 블록에 부가 데이터를
삽입한다. 여기에서, 제2 패턴에 따른 부가 정보 삽입은, 예를 들어 매 PCM 샘플의 최하위 비트를 사용하여 부가 데
이터를 삽입하는 방식이다.

또한, 현재 오디오 블록의 에너지 레벨이 높은 레벨인 경우에는 제3 패턴에 따라 서브-오디오 블록에 부가 데이터를
삽입한다. 여기에서, 제3 패턴에 따른 부가 정보 삽입은, 예를 들어 매 PCM 샘플의 복수개의 비트를 사용하여 부가
데이터를 삽입하는 방식이다.

한편, 일정 기간 동안 소정의 수의 오디오 블록들의 에너지 레벨이 연속해서 낮은 레벨인 경우에는, 현재 오디오 블
록의 PCM 샘플의 최하위 비트를 사용하여 도 부가 정보를 삽입한다.

또한, 선택적으로 부가 정보는 소정 수의 서브-오디오 블록 단위로 삽입되도록 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후, 부가 정보 데이터 패킷이 삽입된 오디오 데이터는 오디오 CD 트랙상에 기록된다.

도 7은 도 3에 도시된 인코더에서 수행되는 동작을 설명하기 위한 흐름도이다.

단계 710에서는 입력 오디오 신호의 특성에 따라, 에너지 레벨 계산을 위한 기준 블록의 길이를 결정한다. 예를 들
어, 입력 오디오 신호가 음악 신호인 경우에는 스피치 신호인 경우보다 기준 블록의 길이가 크다. 이하에서는, 상기
결정된 데이터 단위의 오디오 신호를 오디오 블록이라 한다.

단계 720에서는 상기 오디오 블록 단위로 입력 오디오 신호의 에너지 레벨을 결정한다. 본 실시예에서는 오디오 프
레임의 에너지 레벨은 낮음, 중간, 또는 높음 레벨 중 하나로서 분류된다.

단계 730에서는 단계 720에서 결정된 에너지 레벨 정보에 기초하여 오디오 신호에 삽입될 부가 정보 데이터 패킷을
생성한다. 본 실시예에서는 도 4 또는 도 5에 도시된 부가 정보 데이터 패킷을 생성한다.

단계 740에서는 단계 730에서 생성된 부가 정보 데이터 패킷을 랜덤화한다. 선택적으로, 단계 740은 생략될 수 있
다.

단계 750은 단계 720에서 결정된 에너지 레벨을 고려하여, 단계 740에서 랜덤화된 부가 정보 데이터 패킷을 서브-
오디오 블록, 예를 들어 PCM 샘플 단위로 오디오 스트림에 삽입한다.

예를 들어, 현재 오디오 블록의 에너지 레벨이 낮은 레벨인 경우에는 부가 정보 삽입을 스킵한다.

하지만, 선택적으로 현재 오디오 블록의 에너지 레벨이 낮은 레벨인 경우에도, 이전 및 이후 오디오 블록의 에너지
레벨이 중간 레벨 또는 높은 레벨인 경우에는, 제1 패턴에 따라 부가 데이터를 삽입한다.

또한, 현재 오디오 블록의 에너지 레벨이 중간 레벨인 경우에는 제2 패턴에 따라 서브-오디오 블록에 부가 데이터를
삽입한다.

또한, 현재 오디오 블록의 에너지 레벨이 높은 레벨인 경우에는 제3 패턴에 따라 서브-오디오 블록에 부가 데이터를
삽입한다.

한편, 일정 기간 동안 소정의 수의 오디오 블록들의 에너지 레벨이 연속해서 낮은 레벨인 경우에는, 현재 오디오 블
록의 PCM 샘플의 최하위 비트를 사용하여 부가 정보를 삽입한다.

본 실시예에서는 생성된 부가 정보 데이터 패킷을 랜덤화한 후 오디오 신호에 삽입하였지만, 선택적으로 생성된 부
가 정보 데이터 패킷을 랜덤화하지 않고 오디오 신호에 삽입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후, 부가 정보 데이터 패킷이 삽입된 오디오 데이터는 오디오 CD 트랙상에 기록된다.

도 8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디코더의 블록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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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8에 도시된 디코더는 기준 블록 길이 결정부(820), 에너지 레벨 결정부(840), 부가 정보 추출부(860), 및 부가 정
보 복원 및 재생부(880)를 포함하며, 부가 정보 추출부(860)는 동기 검출부(862), 기간 정보 추출부(864), 및 부가
데이터 추출부(866)를 포함한다.

기준 블록 길이 결정부(820)는 도 3에 도시된 인코더의 기준 블록 길이 결정부(310)와 동일하게, 입력 오디오 신호
의 특성을 고려하여 기준 블록, 즉 오디오 블록의 길이를 결정한다. 본 실시예에서는, 기준 블록 길이 결정부(820)를
사용하여 에너지 레벨 계산을 위한 오디오 블록의 길이를 결정하였지만, 선택적으로 선정된 길이를 갖는 오디오 블
록을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에너지 레벨 결정부(840)는 도 3에 도시된 인코더의 에너지 레벨 결정부(320)와 동일하게, 기준 블록 길이 결정부
(820)에서 결정된 길이를 갖는 오디오 블록 단위로, 입력 오디오 신호의 에너지 레벨을 계산한다. 계산된 에너지 레
벨은 동기 검출부(862)로 출력된다.

동기 검출부(862)는 에너지 레벨 결정부(840)로부터 입력된 현재 오디오 블록의 에너지 레벨이 중간 레벨 또는 높
은 레벨인 경우, 서브-오디오 블록, 예를 들어 PCM 샘플들의 최하위 비트로부터 동기 워드를 추출하고, 인코더에서
삽입된 동기 워드와의 일치 여부를 검사한다. 동기 워드가 일치하는 경우, 그 결과를 기간 정보 추출부(864)로 출력
한다.

본 실시예에서는 동기 검출부(842)는 현재 오디오 블록의 에너지 레벨이 중간 레벨 또는 높은 레벨인 경우에만, 동
기 검출 동작을 수행하지만, 선택적으로 현재 오디오 블록의 에너지 레벨이 낮은 레벨이고, 현재 오디오 블록의 이
전 및 이후 오디오 블록의 에너지 레벨이 중간 레벨 또는 높은 레벨인 경우에도 동기 검출 동작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도 가능하다.

또한, 동기 검출부(862)는 소정의 수의 오디오 블록의 에너지 레벨이 연속적으로 낮은 레벨인 경우, 현재 오디오 블
록의 PCM 샘플들로부터 동기 정보를 추출하고, 인코더에서 삽입된 동기 워드와의 일치 여부를 검사한다. 동기 워드
가 일치하는 경우, 그 결과를 기간 정보 추출부(864)로 출력한다.

동기 검출부(862)는 선택적으로 디스크램블러(도시되지 않음)를 포함하며, 인코더에서 부가 정보 데이터 패킷에 대
해 랜덤화를 수행한 경우, PCM 샘플들의 최하위 비트로부터 추출되는 데이터들에 대해 디스크램블링을 수행한 후
동기 정보를 검출한다.

도 9는 동기 검출부(862)에서 사용되는 피드백 시프트 레지스터로 이루어진 디스크램블러를 도시한다. 도 9의 피드
백 시프트 레지스트는 PCM 샘플로부터 비트들을 추출하여, 하나의 지연 라인(delay line)을 유지하고, 지연 라인의
데이터를 디스크램블링하여 동기 워드의 유효성 여부를 검사하기 위해 사용된다.

기간 정보 추출부(864)는 동기 검출부(862)로부터의 입력에 기초하여 기간 정보를 추출한다. 예를 들어, 동기 검출
부(862)에서 검출된 동기 워드가 유효한 경우, PCM 샘플들의 최하위 비트로부터 도 4에 도시된 16 비트의 기간 정
보를 추출한다.

부가 데이터 추출부(866)는 에너지 레벨 결정부(820)로부터의 오디오 블록들의 에너지 레벨 정보 및 기간 정보 추
출부(864)로부터의 기간 정보에 기초하여 부가 데이터를 추출한다.

선택적으로 현재 오디오 블록의 에너지 레벨이 낮은 레벨이고, 이전 또는 이후 오디오 블록의 에너지 레벨이 중간
또는 높은 레벨인 경우, 기간 정보에 의해 정해지는 PCM 샘플들로부터 제1 패턴에 따라 부가 데이터를 추출한다.
여기에서, 제1 패턴에 따른 부가 데이터 추출 방식은, 예를 들어 5개의 PCM 샘플 간격으로 PCM 샘플의 최하위 비
트로부터 부가 데이터를 추출하는 방식이다.

또한, 현재 오디오 블록의 에너지 레벨이 중간 레벨인 경우, 기간 정보에 의해 정해진 PCM 샘플들로부터 제2 패턴
에 따라 부가 데이터를 추출한다. 여기에서, 제2 패턴에 따른 부가 정보 추출 방식은, 예를 들어 매 PCM 샘플의 최
하위 비트로부터 부가 데이터를 추출하는 방식이다.

또한, 현재 오디오 블록의 에너지 레벨이 높은 레벨인 경우, 기간 정보에 의해 정해진 PCM 샘플들로부터 제3 패턴
에 따라 부가 데이터를 추출한다. 여기에서, 제3 패턴에 따른 부가 정보 추출 방식은, 예를 들어 매 PCM 샘플의 복
수개의 비트로부터 부가 데이터를 추출하는 방식이다.

한편, 선택적으로 소정 수의 오디오 블록들의 에너지 레벨이 연속적으로 낮은 레벨이고, 동기 워드가 일치하는 경
우, 기간 정보에 의해 정해진 PCM 샘플들의 최하위 비트로부터 부가 데이터를 추출한다.

부가 정보 복원 및 재생부(880)는 부가 데이터 추출부(866)로부터 추출된 부가 데이터를 버퍼링하기 위한 버퍼 (도
시되지 않음)를 포함하며, 버퍼링된 부가 정보를 재생한다.

도 10은 도 8에 도시된 디코더에서 이루어지는 동작을 설명하기 위한 흐름도이다.

단계 1010에서는 입력 오디오 신호의 특성을 고려하여 기준 블록, 즉 오디오 블록의 길이를 적응적으로 결정한다.
본 실시예에서는 입력 오디오 신호의 특성을 고려하여, 기준 블록의 길이를 적응적으로 결정하였다. 하지만, 선택적
으로 선정된 길이를 갖는 오디오 블록을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단계 1020에서는 단계 1010에서 결정된 길이를 갖는 오디오 블록 단위로 에너지 레벨을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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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1030에서는 단계 1020에서 결정된 에너지 레벨에 기초하여 동기 정보를 검출한다. 예를 들어, 현재 오디오 블
록의 에너지 레벨이 중간 레벨 또는 높은 레벨인 경우, 현재 오디오 블록의 서브 오디오 블록, 예를 들어 PCM 샘플
들로부터 동기 정보를 추출하고, 동기 워드와의 일치 여부를 검사한다.

단계 1040에서는 동기 워드가 일치하는 경우, 기간 정보를 추출한다.

단계 1050에서는 단계 1020에서 결정된 에너지 레벨과 단계 1040에서 추출된기간 정보에 기초하여 부가 데이터를
추출한다.

선택적으로, 현재 오디오 블록의 에너지 레벨이 낮은 레벨이고, 이전 또는 이후 오디오 블록의 에너지 레벨이 중간
또는 높은 레벨인 경우, 기간 정보에 의해 정해지는 PCM 샘플들로부터 제1 패턴에 따라 부가 데이터를 추출한다.

또한, 현재 오디오 블록의 에너지 레벨이 중간 레벨인 경우, 기간 정보에 의해 정해진 PCM 샘플들로부터 제2 패턴
에 따라 부가 데이터를 추출한다.

또한, 현재 오디오 블록의 에너지 레벨이 높은 레벨인 경우, 기간 정보에 의해 정해진 PCM 샘플들로부터 제3 패턴
에 따라 부가 데이터를 추출한다.

선택적으로, 소정 수의 오디오 블록들의 에너지 레벨이 연속적으로 낮은 레벨이고, 동기 워드가 일치하는 경우, 기
간 정보에 의해 정해진 PCM 샘플들의 최하위 비트로부터 부가 데이터를 추출한다.

단계 1060에서는 추출된 부가 데이터를 버퍼링하고, 버퍼링된 부가 정보를 재생한다.

도 11은 본 발명의 또 다른 실시예에 따른 디코더의 블록도이다.

본 발명에 따른 디코더는 동기 검출부(1120), 기간 정보 및 비트 롭 패턴 정보 검출부(1140), 부가 데이터 추출부
(1160), 및 부가 정보 복원 및 재생부(1180)를 포함한다.

동기 검출부(1120)는 모든 입력 서브-오디오 블록의 최하위 비트들을 추출하여 시작 동기 워드를 검출한다. 선택적
으로, 인코더에서 부가 정보 데이터 패킷을 랜덤화한 경우, 동기 검출부(1120)는 디스크램블러(도시되지 않음)를
사용하여 추출된 최하위 비트들의 정보를 디스크램블링한 후 시작 동기 워드를 검출한다.

기간 정보 및 비트 롭 패턴 정보 추출부(1140)는 동기 검출부(1120)에서 시작 동기 워드를 검출한 경우, 기간 정보
및 비트 롭 패턴 정보를 추출한다.

부가 데이터 추출부(1160)는 상기 추출된 기간 정보 및 비트 롭 패턴 정보 에 기초하여 서브-오디오 블록, 예를 들
어 PCM 샘플들로부터 부가 데이터를 추출한다.

여기에서, 기간 정보는 부가 데이터를 삽입하기 위해 일부 비트들이 비트 롭된 PCM 샘플들을 특정하기 위한 정보이
다. 예를 들어, 기간 정보는 현재 오디오 블록 중 부가 데이터가 삽입된 비트를 갖는 PCM 샘플의 수를 나타낸다.

한편, 비트 롭 패턴 정보는 오디오 신호의 에너지 레벨 및 청각 심리 효과를 고려하여 결정된, 서브-오디오 블록의
비트 들 중 비트 롭되는 비트의 수를 나타낸다. 선택적으로, 비트 롭 패턴 정보는 서브-오디오 블록에서 비트 롭되는
비트의 수 및 비트 롭 방식이 적용되는 서브-오디오 블록의 간격을 나타낸다. 예를 들어, 비트 롭 패턴 정보는 매 5
번째 서브-오디오 블록 마다, 4 비트의 최하위 비트에 부가 정보가 삽입되었다는 것을 나타낼 수 있다.

부가 정보 복원 및 재생부(1180)는 추출된 부가 데이터를 버퍼링하기 위한 버퍼 (도시되지 않음)를 포함하며, 버퍼
링된 부가 정보를 재생한다.

도 12는 도 11에 도시된 디코더에서 이루어지는 동작을 설명하기 위한 흐름도이다.

단계 1220에서는 모든 입력 서브-오디오 블록의 최하위 비트들을 추출하여 시작 동기 워드를 검출한다. 선택적으
로, 인코더에서 부가 정보 데이터 패킷을 랜덤화한 경우, 추출된 최하위 비트들의 정보를 디스크램블링한 후 시작
동기 워드를 검출한다.

단계 1240에서는 단계 1210에서 검출된 시작 동기 워드가 유효한 경우, 기간 정보 및 비트 롭 패턴 정보를 추출한
다.

단계 1260에서는 단계 1240에서 추출된 기간 정보 및 비트 롭 패턴 정보에 기초하여 서브-오디오 블록, 예를 들어
PCM 샘플들로부터 부가 데이터를 추출한다. 여기에서, 기간 정보에 의해 정해진 PCM 샘플들로부터, 비트 롭 패턴
정보에 의해 정해진 비트 수 및/또는 서브-오디오 블록 간격으로 부가 데이터를 추출한다.

단계 1280에서는 단계 1260에서 추출된 부가 데이터를 버퍼링하고, 버퍼링된 부가 정보를 재생한다.

본 발명은 상술한 실시예에 한정되지 않으며, 본 발명의 사상내에서 당업자에 의한 변형이 가능함은 물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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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은 또한 컴퓨터로 읽을 수 있는 기록매체에 컴퓨터가 읽을 수 있는 코드로서 구현하는 것이 가능하다. 컴퓨
터가 읽을 수 있는 기록매체는 컴퓨터 시스템에 의하여 읽혀질 수 있는 데이터가 저장되는 모든 종류의 기록장치를
포함한다. 컴퓨터가 읽을 수 있는 기록매체의 예로는 ROM, RAM, CD-ROM, 자기 테이프, 하드디스크, 플로피디스
크, 플래쉬 메모리, 광데이터 저장장치 등이 있으며, 또한 캐리어 웨이브 (예를 들어 인터넷을 통한 전송)의 형태로
구현되는 것도 포함한다. 또한 컴퓨터가 읽을 수 있는 기록매체는 네트워크로 연결된 컴퓨터 시스템에 분산되어, 분
산방식으로 컴퓨터가 읽을 수 있는 코드로서 저장되고 실행될 수 있다.

발명의 효과

상술한 바와 같이 본 발명에 따른 부가 정보 삽입 방법은 청각 심리 효과를 이용하여 에너지 레벨에 따라 비트 롭 되
는 비트의 수를 조절함으로써, 오디오 데이터에 부가 정보를 적응적으로 삽입하기 때문에, 청취자가 오디오 음질의
저하를 지각하지 못하도록 하면서도, 보다 많은 부가 정보를 오디오 데이터에 삽입하는 것이 가능하며, 또한 본 발
명에 따라 적응적으로 삽입된 부가 정보를 이용하여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에 적용할 수 있다는 효과가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입력 오디오 데이터에 부가 정보를 적응적으로 삽입하기 위한 방법에 있어서,

상기 입력 오디오 데이터의 에너지를 소정의 크기를 갖는 오디오 블록 단위로 계산하는 단계와,

상기 계산된 현재 오디오 블록의 에너지 값에 기초하여, 상기 부가 정보를 삽입하기 위해 사용되는 삽입 패턴을 결
정하는 단계와,

상기 결정된 삽입 패턴에 기초하여 상기 현재 오디오 블록의 서브-오디오 블록 단위로 부가 정보를 삽입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입력 오디오 데이터의 특성에 따라 상기 오디오 블록의 크기를 결정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
는 방법.

청구항 3.

제1항 또는 제2항에 있어서,

상기 삽입 패턴은 상기 서브-오디오 블록 중 상기 부가 정보를 삽입하기 위해 사용되는 비트 수 및/또는 비트의 위
치를 나타내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4.

제1항 또는 제2항에 있어서,

상기 현재 오디오 블록의 에너지 값이 제1 기준 값 이하인 경우에는 상기 부가 정보를 삽입하는 단계를 스킵하는 것
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5.

제1항 또는 제2항에 있어서,

상기 현재 오디오 블록의 에너지 값이 제1 기준 값 이하이고, 상기 현재 오디오 블록의 이전 또는 이후 오디오 블록
의 에너지 값이 제1 기준 값 이상인 경우에는 서브-오디오 블록의 소정 수의 비트를 사용하여 상기 부가 정보를 삽
입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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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 또는 제2항에 있어서,

상기 현재 오디오 블록의 에너지 값이 제2 기준 값 이상인 경우 또는 상기 현재 오디오 블록의 에너지 값이 제1 기준
값 보다 크고, 제2 기준 값보다 작은 경우에는 상기 서브-오디오 블록의 소정의 수의 비트를 사용하여 상기 부가 정
보를 삽입하며,

상기 현재 오디오 블록의 에너지 값이 제2 기준 값 이상인 경우 사용되는 비트의 수는, 상기 현재 오디오 블록의 에
너지 값이 제1 기준 값보다 크고, 제2 기준 값보다 작은 경우보다 많으며, 상기 제2 기준 값은 상기 제1 기준 값보다
큰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7.

제1항 또는 제2항에 있어서,

상기 서브-오디오 블록은 PCM 샘플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8.

제1항 또는 제2항에 있어서,

상기 부가 정보는 동기 정보, 기간 정보(duration information), 및 부가 데이터를 포함하는 패킷으로 이루어지며,

상기 기간 정보는 상기 오디오 블록 중 부가 정보가 삽입되는 상기 서브-오디오 블록의 범위를 나타내는 것을 특징
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9.

제1항 또는 제2항에 있어서,

상기 부가 정보는 동기 정보, 기간 정보(duration information), 비트 롭 패턴 정보(bit robbing pattern
information), 및 부가 데이터 정보를 포함하는 패킷으로 이루어지며,

상기 기간 정보는 상기 오디오 블록 중 부가 정보가 삽입되는 상기 서브-오디오 블록의 범위를 나타내며,

상기 비트 롭 패턴 정보는 상기 서브-오디오 블록 중 부가 정보를 삽입하기 위해 사용되는 비트의 수를 나타내는 것
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10.

제1항 또는 제2항에 있어서,

상기 부가 정보는 동기 정보, 기간 정보(duration information), 비트 롭 패턴 정보(bit robbing pattern
information), 및 부가 데이터 정보를 포함하는 패킷으로 이루어지며,

상기 기간 정보는 상기 오디오 블록 중 부가 정보가 삽입되는 상기 서브-오디오 블록의 범위를 나타내며,

상기 비트 롭 패턴 정보는 상기 서브-오디오 블록 중 부가 정보를 삽입하기 위해 사용되는 비트의 수 및 상기 부가
정보를 삽입하기 위해 사용되는 서브-오디오 블록의 간격을 나타내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11.

제1항 또는 제2항에 있어서,

상기 소정의 수의 오디오 블록들이 연속해서 제1 기준 값 이하인 경우에는, 상기 서브-오디오 블록의 소정 수의 최
하위 비트를 사용하여 부가 정보를 삽입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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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 또는 제2항에 있어서,

상기 부가 정보는 랜덤화된 후 상기 오디오 블록에 삽입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13.

입력 오디오 데이터에 부가 정보를 적응적으로 삽입하기 위한 장치에 있어서,

상기 입력 오디오 데이터의 에너지를 소정의 크기를 갖는 오디오 블록 단위로 계산하고, 상기 계산된 현재 오디오
블록의 에너지 값에 기초하여, 상기 부가 정보를 삽입하기 위해 사용되는 삽입 패턴을 결정하는 에너지 레벨 결정부
와,

상기 결정된 삽입 패턴에 기초하여 상기 현재 오디오 블록의 서브-오디오 블록 단위로 부가 정보를 삽입하는 부가
정보 삽입부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14.

제13항에 있어서,

상기 입력 오디오 데이터의 특성에 따라 상기 오디오 블록의 크기를 결정하는 기준 블록 길이 결정부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15.

제13항 또는 제14항에 있어서,

상기 삽입 패턴은 상기 서브-오디오 블록 중 상기 부가 정보를 삽입하기 위해 사용되는 비트 수 및/또는 비트의 위
치를 나타내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16.

제13항 또는 제14항에 있어서,

상기 부가 정보 삽입부는 상기 현재 오디오 블록의 에너지 값이 제1 기준 값 이하이고, 상기 현재 오디오 블록의 이
전 또는 이후 오디오 블록의 에너지 값이 제1 기준 값 이상인 경우에는 소정 수의 비트를 사용하여 상기 부가 정보를
삽입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17.

제13항 또는 제14항에 있어서,

상기 부가 정보 삽입부는 상기 현재 오디오 블록의 에너지 값이 제2 기준 값 이상인 경우 또는 상기 현재 오디오 블
록의 에너지 값이 제1 기준 값 보다 크고, 제2 기준 값보다 작은 경우에는 상기 서브-오디오 블록의 소정의 수의 비
트를 사용하여 상기 부가 정보를 삽입하며,

상기 현재 오디오 블록의 에너지 값이 제2 기준 값 이상인 경우 사용되는 비트의 수는, 상기 현재 오디오 블록의 에
너지 값이 제1 기준 값보다 크고, 제2 기준 값보다 작은 경우보다 많으며, 상기 제2 기준 값은 상기 제1 기준 값보다
큰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18.

제13항 또는 제14항에 있어서,

상기 서브-오디오 블록은 PCM 샘플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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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항 또는 제14항에 있어서,

상기 부가 정보는 동기 정보, 기간 정보(duration information), 및 부가 데이터를 포함하는 패킷으로 이루어지며,

상기 기간 정보는 상기 오디오 블록 중 부가 정보가 삽입되는 상기 서브-오디오 블록의 범위를 나타내는 것을 특징
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20.

제13항 또는 제14항에 있어서,

상기 부가 정보는 동기 정보, 기간 정보, 비트 롭 패턴 정보, 및 부가 데이터 정보를 포함하는 패킷으로 이루어지며,

상기 기간 정보는 상기 오디오 블록 부가 정보가 삽입되는 상기 서브-오디오 블록의 범위를 나타내며,

상기 비트 롭 패턴 정보는 상기 서브-오디오 블록 중 부가 정보를 삽입하기 위해 사용되는 비트의 수를 나타내는 것
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21.

제13항 또는 제14항에 있어서,

상기 부가 정보는 동기 정보, 기간 정보, 비트 롭 패턴 정보, 및 부가 데이터 정보를 포함하는 패킷으로 이루어지며,

상기 기간 정보는 상기 오디오 블록 부가 정보가 삽입되는 상기 서브-오디오 블록의 범위를 나타내며,

상기 비트 롭 패턴 정보는 상기 서브-오디오 블록 중 부가 정보를 삽입하기 위해 사용되는 비트의 수 및 상기 부가
정보를 삽입하기 위해 사용되는 서브-오디오 블록의 간격을 나타내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22.

제13항 또는 제14항에 있어서,

상기 소정의 수의 오디오 블록들이 연속해서 제1 기준 값 이하인 경우에는, 상기 서브-오디오 블록의 소정 수의 최
하위 비트를 사용하여 부가 정보를 삽입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23.

제13항 또는 제14항에 있어서,

상기 부가 정보를 랜덤화하여 상기 부가 정보 삽입부로 출력하는 부가 정보 랜덤화부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24.

입력된 오디오 데이터에 삽입된 부가 정보를 재생하기 위한 방법에 있어서,

상기 입력 오디오 데이터의 에너지를 소정의 크기를 갖는 오디오 블록 단위로 계산하는 단계와,

상기 계산된 현재 오디오 블록의 에너지 값에 기초하여, 상기 부가 정보를 삽입하기 위해 사용된 삽입 패턴을 결정
하는 단계와,

상기 결정된 삽입 패턴에 기초하여 현재 오디오 블록의 서브-오디오 블록 단위로 삽입된 부가 정보를 추출하는 단
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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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항에 있어서,

상기 입력 오디오 데이터의 특성에 따라 상기 오디오 블록의 크기를 결정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
는 방법.

청구항 26.

제24항 또는 제25항에 있어서,

상기 삽입 패턴은 상기 서브-오디오 블록 중 상기 부가 정보를 삽입하기 위해 사용되는 비트 수 및/또는 비트의 위
치를 나타내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27.

제24항에 있어서,

상기 계산된 현재 오디오 블록의 에너지 값이 제1 기준 값보다 큰 경우, 상기 서브-오디오 블록들의 최하위 비트로
부터 동기 신호를 검출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28.

제24항 또는 제25항에 있어서,

상기 현재 오디오 블록의 에너지 값이 제1 기준 값 이하인 경우에는 상기 부가 정보를 추출하는 단계를 스킵하는 것
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29.

제24항 또는 제25항에 있어서,

상기 현재 오디오 블록의 에너지 값이 제1 기준 값 이하이고, 이전 오디오 블록 또는 이후 오디오 블록의 에너지 값
이 제1 기준 값 이상인 경우에는 상기 서브-오디오 블록의 소정 수의 비트로부터 상기 부가 정보를 추출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30.

제24항 또는 제25항에 있어서,

상기 현재 오디오 블록의 에너지 값이 제1 기준 값 이하이고, 이전 오디오 블록 또는 이후 오디오 블록의 에너지 값
이 제2 기준 값 이상인 경우에는 상기 서브-오디오 블록의 소정 수의 비트로부터 상기 부가 정보를 추출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31.

제24항 또는 제25항에 있어서,

상기 서브-오디오 블록은 PCM 샘플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32.

제24항 또는 제25항에 있어서,

상기 부가 정보는 동기 정보, 기간 정보, 및 부가 데이터를 포함하는 패킷으로 이루어지며,

상기 기간 정보는 상기 오디오 블록 중 부가 정보가 삽입되는 상기 서브-오디오 블록의 범위를 나타내는 것을 특징
으로 하는 방법.

공개특허 10-2005-0028193

- 13 -



청구항 33.

제32항에 있어서,

상기 부가 정보를 추출하는 단계는 상기 기간 정보에 의해 특정된 서브-오디오 블록에 대해서 수행되는 것을 특징
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34.

제24항 또는 제25항에 있어서,

상기 소정의 수의 오디오 블록들이 연속해서 제1 기준 값 이하인 경우에는, 상기 서브-오디오 블록들의 최하위 비트
로부터 부가 정보를 추출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35.

입력된 오디오 데이터에 삽입된 부가 정보를 재생하기 위한 장치에 있어서,

상기 입력 오디오 데이터의 에너지를 소정의 크기를 갖는 오디오 블록 단위로 계산하는 에너지 레벨 계산부와,

상기 계산된 현재 오디오 블록의 에너지 값에 기초하여, 상기 부가 정보를 삽입하기 위해 사용된 삽입 패턴을 결정
하고, 상기 결정된 삽입 패턴에 기초하여 현재 오디오 블록의 서브-오디오 블록 단위로 삽입된 부가 정보를 추출하
는 부가 정보 추출부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36.

제35항에 있어서,

상기 입력 오디오 데이터의 특성에 따라 상기 오디오 블록의 크기를 결정하는 기준 블록 길이 결정부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37.

제35항 또는 제36항에 있어서,

상기 삽입 패턴은 상기 서브-오디오 블록 중 상기 부가 정보를 삽입하기 위해 사용되는 비트 수 및/또는 비트의 위
치를 나타내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38.

제35항에 있어서,

상기 계산된 현재 오디오 블록의 에너지 값이 제1 기준 값보다 큰 경우, 상기 서브-오디오 블록들의 최하위 비트로
부터 동기 신호를 검출하는 동기 검출부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39.

제35항 또는 제36항에 있어서,

상기 부가 정보 추출부는 현재 오디오 블록의 에너지 값이 제1 기준 값 이하이고, 이전 오디오 블록 또는 이후 오디
오 블록의 에너지 값이 제1 기준 값 이상인 경우에는 상기 서브-오디오 블록의 소정 수의 비트로부터 상기 부가 정
보를 추출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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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항 또는 제36항에 있어서,

상기 서브-오디오 블록은 PCM 샘플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41.

제35항 또는 제36항에 있어서,

상기 부가 정보는 동기 정보, 기간 정보, 및 부가 데이터를 포함하는 패킷으로 이루어지며,

상기 기간 정보는 상기 오디오 블록 중 부가 정보가 삽입되는 상기 서브-오디오 블록의 범위를 나타내는 것을 특징
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42.

제35항 또는 제36항에 있어서,

상기 부가 정보 추출부는 상기 소정의 수의 오디오 블록들이 연속해서 제1 기준 값 이하인 경우에는, 상기 서브-오
디오 블록들의 최하위 비트로부터 부가 정보를 추출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43.

입력된 오디오 데이터에 삽입된 부가 정보를 재생하기 위한 방법에 있어서,

상기 입력 오디오 데이터로부터 동기 정보를 검출하는 단계와,

상기 검출된 시작 동기 워드가 유효한 경우, 서브-오디오 블록 단위로 기간 정보 및 비트 롭 패턴 정보를 추출하는
단계와,

상기 추출된 기간 정보 및 비트 롭 패턴 정보에 기초하여 상기 서브-오디오 블록으로부터 부가 정보를 추출하는 단
계를 포함하며,

상기 기간 정보는 상기 부가 정보가 삽입된 서브-오디오 블록의 범위를 나타내며, 상기 비트 롭 패턴 정보는 서브-
오디오 블록 중 부가 정보를 삽입하기 위해 사용된 비트 수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44.

제43항에 있어서,

상기 동기 정보 검출 단계는 입력되는 서브-오디오 블록들의 최하위 비트로부터 시작 동기 워드를 검출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45.

제43항 또는 제44항에 있어서,

상기 서브-오디오 블록은 PCM 샘플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46.

제43항에 있어서,

상기 비트 롭 패턴 정보는 상기 부가 정보가 삽입된 서브 오디오 블록의 간격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
로 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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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47.

입력된 오디오 데이터에 삽입된 부가 정보를 재생하기 위한 장치에 있어서,

상기 입력 오디오 데이터로부터 동기 정보를 검출하는 동기 검출부와,

상기 검출된 시작 동기 워드가 유효한 경우, 서브-오디오 블록 단위로 기간 정보 및 비트 롭 패턴 정보를 추출하는
기간 및 비트 롭 패턴 정보 추출부와,

상기 추출된 기간 정보 및 비트 롭 패턴 정보에 기초하여 상기 서브-오디오 블록으로부터 부가 정보를 추출하는 부
가 정보 추출부를 포함하며,

상기 기간 정보는 상기 부가 정보가 삽입된 서브-오디오 블록의 범위를 나타내며, 상기 비트 롭 패턴 정보는 서브-
오디오 블록 중 부가 정보를 삽입하기 위해 사용된 비트 수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48.

제47항에 있어서,

상기 동기 검출부는 입력되는 서브-오디오 블록들의 최하위 비트로부터 시작 동기 워드를 검출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49.

제47항 또는 제48항에 있어서,

상기 서브-오디오 블록은 PCM 샘플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50.

제47항에 있어서,

상기 비트 롭 패턴 정보는 상기 부가 정보가 삽입된 서브 오디오 블록의 간격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
로 하는 장치.

청구항 51.

제1항 내지 제12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오디오 데이터에 부가 정보를 적응적으로 삽입하기 위한 방법을
구현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기록된 컴퓨터로 읽을 수 있는 기록 매체.

청구항 52.

제24항 내지 제34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오디오 데이터에 삽입된 부가 정보를 재생하기 위한 방법을 구현
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기록된 컴퓨터로 읽을 수 있는 기록 매체.

청구항 53.

제43항 내지 제46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오디오 데이터에 삽입된 부가 정보를 재생하기 위한 방법을 구현
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기록된 컴퓨터로 읽을 수 있는 기록 매체.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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