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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발명은 비트율 조절이 가능한 스테레오 오디오 부호화/복호화 방법 및 장치에 관한 것으로서, 스테레오 오디오 부호
화방법은 오디오 신호를 base layer과 적어도 하나의 enhancement layer로 이루어지는 계층적인 비트스트림으로 부
호화하는 가변비트율 오디오 신호 부호화 방법에 있어서, 입력 오디오 신호를 신호처리하여 소정의 양자화 대역별로 양
자화하는 양자화처리단계; 앙자화처리된 데이터 중 기반계층에 상응하는 양자화된 데이터들을 부호화하는 기반계층 부
호화단계; 부호화된 계층의 다음 상위계층에 속하는 양자화된 데이터 및 부호화된 계층에 속하면서 계층의 크기제한으
로 인해 부호화되지 않고 남아있는 양자화된 데이터들을 부호화하는 계층부호화 단계; 및 계층부호화단계를 모든 계층
에 대해 수행하여 비트스트림으로 형성하는 비트스트림형성단계를 포함함을 특징으로 한다. 기반계층 부호화단계, 계층
부호화 단계 및 비트스트림형성 단계의 부호화는, 부호화하고자 하는 계층에 상응하는 부가정보 및 양자화된 데이터를 
소정 개수의 비트로 표현하여 최상위 비트시퀀스부터 최하위 비트시퀀스 순으로 확률모델을 사용하여 산술부호화하되, 
비트분할된 왼쪽 채널 데이터와 오른쪽 채널 데이터를 소정의 벡터 단위로 번갈아 가면서 부호화한다.
    

대표도
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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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에 의한 부호화기(Encoder)의 구조를 도시한 것이다.

도 2는 본 발명에 의한 비트스트림의 구조를 도시한 것이다.

도 3은 본 발명에 의한 복호화기의 구조를 도시한 것이다.

도 4는 긴 블럭(윈도우 크기=2048)에서 주파수 성분 배열을 도시한 것이다.

도 5는 짧은 블럭(윈도우 크기=256)에서 주파수 성분 배열을 도시한 것이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오디오 부호화 및 복호화에 관한 것으로서, 특히 비트율 조절이 가능한 스테레오 오디오 부호화/복호화 방법 
및 장치에 관한 것이다.

    
기존의 비트율 조절이 가능한 오디오 부호화/복호화기는 주로 1채널인 모노 신호에 대한 scalability 만을 고려해왔다. 
[K.Brandenhrug, et al., " First Ideas on Scalable Audio Coding" , 97th AES-Convention, preprint 3924, Sa
n Francisco, 1994.][K. Brandenhurg, et al., " A Two- or Three-Stage Bit Rate Scalable Audio Coding Sy
stem" , 99th AES-Convenlion, preprint 4132, New York, 1995] 하지만, 현재 부호화 효율만을 고려해서 만들어
진 MPEG/audio 표준[MPEG Committee ISO/IEC/JTC1/SC29/WG11, Information technology - Coding of mov
ing pictures and associated audio for data storage media to about 1.5 Mbit/s - Part 3 : Audio, ISO/IEC IS 
11172-3, 1993]이나 AC-2/AC-3 방식[Dolby, " Dolby AC-3 Multi-Channel Audio Coding - Submission t
o the Grand Aliance Audio Specialist Group" , Dolby Lab, Aug. 1993]에서는 모노 채널 뿐만 아니라 스테레오나 
그 이상의 다채널 신호까지 처리하고 있다. 실제로 많은 음악 신호들은 스테레오 신호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인터넷
이나 통신망을 통한 서비스에서 2채널 이상의 비트 스트림으로 구성된 신호에 적용될 수 있는 scalable audio codec 
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음악 신호들은 스테레오 신호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이런 스테레오 신호들은 CD(Compact Disc), 통신망 
또는 방송망을 통해서 제공되고 있으며, 앞으로 멀티미디어 환경에서도 제공될 것이다. 하지만 기존의 scalable audio 
codec들은 주로 모노(mono) 신호에 대한 고려를 해 왔기 때문에 스테레오 신호는 아직 처리할 수 없다. 굳이 스테레
오 신호를 처리하고자 한다면, 먼저 한 채널에 대한 신호를 다 보내고 다음에 다른 한 채널에 대한 신호를 보내는 방식
으로 하여야 한다. 이렇게 할 경우 일반적으로 두 채널의 비트 발생량이 항상 같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스테레오 신호에 
대해서 비트율이 낮아지면서 성능의 저하가 크게 발생한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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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는 비트스트림을 구성할 때 두 개의 채널 신호 중 가장 중요한 신호 성분을 먼저 
부호화GK는 비트분할 산술부호화(BSAC, Bit-Sliced Arithmetic Coding) 기법을 이용하여 기반계층(Base Laypr)
을 기반으로 여러 상위계층(Enhancement Layer)으로 구성된 비트스트림을 생성함으로써, 비트율 조절이 가능한 스
테레오 디지탈 오디오 데이터 부호화/복호화 방법 및 장치를 제공하는 것이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상기 기술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본 발명에 의한, 오디오 부호화 방법은, 오디오 신호를 기반계층(base layer)과 적
어도 하나의 상위계층(enhancement layer)으로 이루어지는 계층적인 비트스트림으로 부호화하는 가변비트율 오디오
신호 부호화 방법에 있어서, 입력 오디오 신호를 신호처리하여 소정의 양자화 대역별로 양자화하는 양자화처리단계; 상
기 양자화처리된 데이터 중 기반계층에 상응하는 양자화된 데이터들을 부호화하는 기반계층 부호화단계; 상기 부호화
된 계층의 다음 상위계층에 속하는 양자화된 데이터 및 상기 부호화된 계층에 속하면서 계층의 크기제한으로 인해 부호
화되지 않고 남아있는 양자화된 데이터들을 부호화하는 계층부호화 단계; 및 상기 계층부호화단계를 모든 계층에 대해 
수행하여 비트스트림으로 형성하는 비트스트림형성단계를 포함함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 기반계층 부호화단계, 계층부
호화 단계 및 비트스트림형성 단계의 부호화는, 부호화하고자 하는 계층에 상응하는 부가정보 및 양자화된 데이터를 소
정 개수의 비트로 표현하여 중요도가 가장 높은 비트들로 이루어지는 최상위 비트시퀀스부터 중요도가 낮은 비트들로 
이루어지는 비트시퀀스 순으로 소정의 확률모델을 사용하여 산술부호화하되, 비트분할된 왼쪽 채널 데이터와 오른쪽 채
널 데이터를 소정의 벡터 단위로 번갈아 가면서 부호화한다.
    

상기 부가정보는 적어도 스케일팩터(scalefactor) 및 산술부호화에 사용될 확률모델 정보를 포함한다. 상기 소정의 벡
터는 상기 비트분할된 각 오디오 채널 데이터 4개를 하나의 벡터로 묶은 4차원 벡터임이 바람직하고, 상기 4차원 벡터
는 비트분할된 해당 주파수 성분에 대해 '0'이 아닌 값이 부호화되었는지를 나타내는 이전상태(prestate)에 따라 두 개
의 서브벡터로 나누어 부호화됨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 스케일 팩터의 부호화는 스케일팩터 값들 중에서 최대값을 구하는 단계; 첫 번째 스케일 팩터와 상기 최대값의 차
를 구하여 산술부호화하는 단계; 및 상기 첫 번째 스케일 팩터 이후의 스케일 팩터는 산술부호화된 바로 이전의 스케일 
팩터와의 차를 구하여, 상기 차를 소정의 값으로 맵핑하여 상기 맵핑된 값을 산술부호화하는 단계로 이루어짐을 특징으
로 한다.

상기 스케일 팩터의 부호화는 스케일팩터 값들 중에서 최대값을 구하는 단계; 및 각 스케일 팩터와 상기 최대값에 대한 
차를 구하여 산술부호화하는 단계로 이루어짐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 부호화방법은 모든 대역에 사용되는 공통정보(header 정보)를 부호화하고, 각 계층에 필요한 부가정보와 양자화
된 주파수를 비트 분할된 정보로 구성하여 계층적으로 부호화함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 양자화 처리 단계는 시간 영역의 입력 오디오 신호를 주파수 영역의 신호로 변환하는 단계; 상기 시간/주파수 맵핑
에 의해 주파수 성분으로 변환된 입력 오디오 신호들을 소정의 대역(scalefafcor band) 신호들로 묶고, 상기 각 대역
에서의 마스킹 문턱치(masking threshold)를 계산하는 단계; 변환의 각 윈도우내에서 양자화 잡음의 시간적인 모양을 
제어하기 위해 사용되는 시간영역 잡음 형상화(TNS, Temporal Noise Shaping) 단계; 두 개의 채널 중 하나의 채널
에 대한 scalefactor band 에 대한 양자화된 정보만을 부호화하고 나머지 채널은 scalefactor 만을 전송하는 Intensi
ty 스테레오 처리 단계; 현재 프레임의 주파수 계수의 값들을 예측하는 예측단계; 왼쪽 채널의 신호와 오른쪽 채널의 신
호를 각각 더한 신호와 뺀 신호로 변환한 후 이 신호를 처리하는 M/S 스테레오 처리 단계; 및 각 대역의 양자화 잡음이 
마스킹 문턱치보다 작아지도록 소정의 부호화 대역별로 양자화하는 단계로 이루어짐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 양자화된 데이터는 부호(sign) 데이터와 크기(magnitude) 데이터로 이루어지며, 상기 기반계층 부호화단계,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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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부호화 단계 및 비트스트림형성 단계의 부호화는, 상기 크기 데이터들의 최상위 비트(Most Significant Bit)들로 이
루어지는 최상위 비트 시퀀스(sequence)를 산술부호화하는 단계; 상기 부호화된 최상위 비트 시퀀스 중 영이 아닌 데
이터에 해당하는 부호 데이터들을 부호화하는 단계; 상기 디지털 데이터의 부호화되지 않은 크기데이터 중 중요도가 가
장 높은 비트 시퀀스를 산술부호화하는 크기부호화단계; 부호화된 비트 시퀀스 중 영이 아닌 크기 데이터에 해당하는 
부호데이터들 중 부호화되지 않은 부호(sign)데이터를 부호화하는 부호(sign)부호화단계; 및 상기 크기부호화단계 및 
부호부호화단계를 상기 디지털 데이터의 각 비트에 대해 수행하는 단계를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고, 상기 각 단계들을 
비트분할된 왼쪽 채널 데이터와 오른쪽 채널 데이터를 소정의 벡터단위로 번갈아 가면서 수행한다.
    

    
상기 기술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본 발명에 의한, 오디오 부호화 장치는, 입력 오디오 신호를 신호처리하여 소정의 부
호화 대역별로 양자화화는 양자화 처리부; 비트율 조절이 가능하도록 기반 계층에 상응하는 대역 제한을 하고, 부가정
보(side informatio)를 부호화하고, 양자화된 값들에 대한 정보를 최상위 비트부터 그리고 낮은 주파수부터 높은 주파
수의 순서대로 부호화하고, 왼쪽 채널과 오른쪽 채널을 소정의 벡터 단위로 번갈아 가면서 부호화하여 기반계층에 대한 
부호화가 끝나면, 그 다음계층에 대한 부가정보와 오디오데이타의 양자화값을 부호화하여, 비트스트림이 계층적 구조를 
갖도록 부호화하는 비트분할 산술부호화부; 및 상기 양자화부 및 비트분할 산술부호화부에서 만들어진 데이터를 모아
서 비트스트림을 생성하는 비트스트림 형성부를 포함함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 양자화 처리부는 시간의 영역의 입력 오디오 신호를 주파수 영역의 신호로 변환해 주는 시간/주파수 맵핑부, 또한 
입력 신호를 시간/주파수 맵핑에 의해 주파수 성분으로 변환된 오디오 신호들을 적당한 대역(subband)의 신호들로 묶
고 각 신호들의 상호작용으로 인해 발생되는 마스킹현상을 이용하여 각 대역(subband)에서의 마스킹 문턱치(maskiu
g threshold)를 계산해 주는 심리음향부; 및 각 대역의 양자화 잡음을 마스킹 문턱치와 비교하면서 양자화를 해주는 양
자화부를 포함함을 특징으로 한다.
    

    
그리고 상기 부호화장치는 변환의 각 윈도우내에서 양자화 잡음의 시간적인 모양을 제어하기 위해 사용되는 시간영역 
잡음 형상화(TNS, Temporal Noise Shaping)부; 두 개의 채널 중 하나의 채널에 대한 scalefactor band 에 대한 양
자 화된 정보만을 부호화하고 나머지 채널은 scalefactor 만을 전송하는 Intensity 스테레오 처리부; 현재 프레임의 주
파수 계수의 값들을 예측하는 예측부, 및 왼쪽 채널의 신호와 오른쪽 채널의 신호를 각각 더한 신호와 뺀 신호로 변환한 
후 이 신호를 처리하는 M/S 스테레오 처리부를 더 구비함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 기술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본 발명에 의한, 오디오 복호화 방법은, 계층적 구조를 갖는 비트율 조절이 가능한 
오디오 데이터를 복호화하는 방법에 있어서, 계층적 구조를 갖는 비트스트림에서 각 모듈에 필요한 데이터를 분석하는 
분석단계; 상기 계층적 구조를 갖는 비트스트림이 만들어진 순서에 따라 적어도 스케일팩터, 산술부호화 모델지수 및 
양자화된 데이터를 복호화하되, 상기 비트스트림을 구성하고 있는 비트들의 중요도를 분석하여 중요도가 높은 비트부터 
중요도가 낮은 비트로 내려가면서 채널별로 번갈아가며 상기 양자화된 데이터를 복호화하는 복호화단계; 및 상기 복호
화된 스케일팩터 및 양자화된 데이터들을 사용하여 원래 크기의 신호로 복원하는 신호복원 단계; 상기 복원된 신호를 
시간영역의 신호로 변환하는 변환단계를 포함함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 복호화방법은, 상기 비트스트림의 부호화 과정에서 M/S 스테레오 처리가 되었는지 검사하여, M/S 스테레오 처리
가 되었으면, 왼쪽 채널의 신호와 오른쪽 채널의 신호를 각각 더한 신호와 뺀 신호에서 원래의 신호로 변환해 주는 M/
S 스테레오 처리단계; 상기 비트스트림의 부호화 과정에서 예측 처리가 되었는지 검사하여, 예측처리가 되었으면, 현재 
프레임의 주파수 개수의 값들을 예측하는 예측단계; 상기 비트스트림의 부호화 과정에서 Intesity 스테레오 처리가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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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는지 검사하여, Intensity 스테레오 처리가 되었으면, 두 개의 채널중 하나의 채널(왼쪽 채널)에 대한 scalefactor 
band에 대한 양자화된 정보만이 부호화되기 때문에 나머지 채널(오른쪽 채널)에 대한 양자화된 정보를 왼쪽 채널의 값
으로 복원해주는 Intensity 스테레오 처리단계; 및 상기 비트스트림의 부호화 과정에서 시간영역 잡음 형상화 처리가 
되었는지 검사하여, 시간영역 잡음 형상화 처리가 되었으면, 변환의 각 윈도우내에서 양자화 잡음의 시간적인 모양을 
제어하기 위해 사용되는 시간영역 잡음 형상화(TNS, Temporal Noise Shaping) 단계를 더 구비함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 복호화방법은 상기 양자화된 데이터가 부호(sign) 데이터와 부호 데이터로 이루어질 때, 양자화된 주파수 성분의 
크기 값과 sign 비트 순서에 따라 복호화하고 크기와 sign비트를 결합하여 양자화된 주파수 성분을 복원함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 복호화단계는 중요도가 높은 최상위비트들부터 중요도가 낮은 최하위비트 순으로 복호화하고, 상기 복원단계는 상
기 복호화된 비트 분할된 데이터를 결합하여 양자화된 주파수 성분 데이터로 복원함을 특징으로 한다.

복호화 단계의 데이터 복호화는 4차원 벡터 단위로 4개 샘플의 비트 분할 정보를 복호화함을 특징으로 하고, 상기 4차
원 벡터 복호화는 비트분할된 해당 주파수 성분에 대해 '0'이 아닌 값이 부호화되었는지를 나타내는 이전상태에 따라 
부호화된 2개의 서브벡터를 산술복호화하고, 각 샘플의 부호화 상태에 따라 복호화된 2개의 서브 벡터를 4차원 벡터로 
복원함을 특징으로 한다.

또한 상기 복호화방법은 각 양자된 주파수 성분의 비트 분할된 데이티를 최상위 비트(MSB)부터 복호화해가면서 분할
된 비트값이 '0' 이면 그냥 지나치다가 처음으로 '1'이 나올 때 sign 값을 산술복호화함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 스케일 팩터 복호화는 비트스트림에서 먼저 scalefactor에 대한 최대값을 복호화하고, 각 양자화 대역의 scalefa
ctor 의 차이 신호를 산술 복호화한 후 최대값에서 차이 신호를 빼서 scalefactor를 복호화함을 특징으로 한다. 또한 
상기 스케일 팩터 복호화는 비트스트림으로부터 scalefactor 들에 대한 최대값을 복호화하는 단계; 상기 최대값과 복호
화하고자하는 스케일팩터의 차를 맵핑한 값을 산술복호화하여, 상기 맵핑된 값으로부터 상기 차를 역맵핑하여 상기 차
를 얻는 단계; 및 상기 차를 최대값에서 빼서 첫번째 scalefactor를 구하고, 나머지 대역들의 scalefactor 들은 이전 
scalefacotor 에서 차를 빼서 scalefactor 를 구하는 단계로 이루어짐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 산술부호화 모델지수 복호화는 비트 스트림에서 먼저 산술부호화 모델지수들에 대한 최소값을 복호화하고 각 계
층의 부가 정보에서 각 산술부호화 모델지수의 차이 신호들을 복호화한 후, 최소값과 차이 신호를 더해서 산술부호화 
모델지수를 복호화 함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 기술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본 발명에 의한, 오디오 복호화 장치는, 계층적 구조를 갖는 비트율 조절이 가능한 
오디오 데이터를 복호화하는 장치에 있어서, 계층적 구조를 갖는 비트스트림에서 각 모듈에 절묘한 데이터를 분석하는 
비트스트림 분석부; 상기 계층적 구조를 갖는 비트스트림이 만들어진 순서에 따라 적어도 스케일팩터, 산술부호화 모델
지수 및 양자화된 데이터를 복호화하되, 상기 비트스트림을 구성하고 있는 비트들의 중요도를 분석하여 중요도가 높은 
비트부터 중요도가 낮은 비트로 내려가면서 채널별로 번갈아가며 상기 양자화된 데이터를 복호화하는 복호화부; 상기 
복호화된 스케일팩터 및 양자화된 데이터들을 사용하여 원래 크기의 신호로 복원하는 신호복원부; 및 상기 복원된 신호
를 시간영역의 신호로 변환하는 주파수/시간 맵핑부를 포함함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 복호화 장치는 비트스트림의 부호화 과정에서 M/S 스테레오 처리가 되었는지 검사하여, M/S 스테레오 처리가 되
었으면, 왼쪽 채널의 신호와 오른쪽 채널의 신호를 각각 더한 신호와 뺀 신호에서 원래의 신호로 변환해 주는 M/S 스테
레오 처리부; 비트스트림의 부호화 과정에서 예측 처리가 되었는지 검사하여, 예측처리가 되었으면, 현재 프레임의 주
파수 계수의 값들을 예측하는 예측부; 비트스트림의 부호화 과정에서 Intesity 스테레오 처리가 되었는지 검사하여,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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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ensity 스테레오 처리가 되었으면, 두 개의 채널중 하나의 채널(왼쪽 채널)에 대한 scalefactor band에 대한 양자화
된 정보만이 부호화되기 때문에 나머지 채널(오른쪽 채널)에 대한 양자화된 정보를 왼쪽 채널의 값으로 복원해주는 In
tensity 스테레오 처리부; 및 상기 비트스트림의 부호화 과정에서 시간영역 잡음 형상화 처리가 되었는지 검사하여, 시
간영역 잡음 형상화 처리가 되었으면, 변환의 각 윈도우내에서 양자화 잡음의 시간적인 모양을 제어하기 위해 사용되는 
시간영역 잡음 형상화(TNS, Temporal Noise Shaping)부를 더 구비함을 특징으로 한다.
    

그리고 본 발명은 컴퓨터에서 실행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작성가능하다. 또한 컴퓨터에서 사용되는 매체로부터 상기 
프로그램을 동작시키는 범용 디지털 컴퓨터에서 구현될 수 있다. 상기 매체는 마그네틱 저장매체(예:롬, 플로피디스크, 
하드 디스크 등), 광학적 판독 매체(예:CD-ROM, DVD 등) 및 캐리어 웨이브(예:인터넷을 통해 전송)와 같은 저장매
체를 포함한다.

    
예를 들어, 본 발명은 오디오 신호를 기반계층(base layer)과 적어도 하나의 상위계층(enhancement layer)으로 이루
어지는 계층적인 비트스트림으로 부호화하는 가변비트율 오디오 신호 부호화 방법에 있어서, 입력 오디오 신호를 신호
처리하여 소정의 양자화 대역별로 양자화하는 양자화처리단계; 상기 양자화처리된 데이터 중 기반계층에 상응하는 양
자화된 데이터들을 부호화하는 기반계층 부호화단계; 상기 부호화된 계층의 다음 상위계층에 속하는 양자화된 데이터 
및 상기 부호화된 계층에 속하면서 계층의 크기제한으로 인해 부호화되지 않고 남아있는 양자화된 데이터들을 부호화
하는 계층부호화 단계; 및 상기 계층부호화단계를 모든 계층에 대해 수행하여 비트스트림으로 형성하는 비트스트림형
성단계를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고, 상기 기반계층 부호화단계, 계층부호화 단계 및 비트스트림형성 단계의 부호화는, 
부호화하고자 하는 계층에 상응하는 부가정보 및 앙자화된 데이터를 소정 개수의 비트로 표현하여 중요도가 가장 높은 
비트들로 이루어지는 최상위 비트시퀀스부터 중요도가 낮은 비트들로 이루어지는 비트시퀀스 순으로 소정의 확률모델
을 사용하여 산술부호화하되, 비트분할된 왼쪽 채널 데이터와 오른쪽 채널 데이터를 소정의 벡터 단위로 번갈아 가면서 
부호화하는, 비트율 조절 가능한 스테레오 오디오 부호화 방법을 실행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을 기록한 컴퓨터로 읽을 수 
있는 기록매체에 저장될 수 있다.
    

이하에서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을 상세히 설명하기로 한다.

본 발명은 비트 분할 산술부호화 (BSAC, Bit-Sliced Arithmetic Coding) 기법을 이용하여 비트율 조절이 가능한(s
calable) 스테레오 디지탈 오디오 데이터를 부호화하고 복호화하는 것이다. 즉, 본 발명은 기존의 오디오 부호화/복호
화에 사용되는 기본 모듈들을 그대로 사용하면서, 단지 무손실 부호화 모듈 만을 비트 분할 부호화 방식으로 대체한다. 
본 발명은 이렇게 구성된 비트율 조절이 가능한 부호화/복호화기를 스테레오 신호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확장한 것이다.

도 1은 본 발명에 의한 부호화 장치에 대한 일실시예의 구성을 블록도로 도시한 것이다. 상기 부호화 장치는 시간/주파
수 맵핑(Time/Fresuency Mapping)부(100), 심리음향부(110), 시간영역 잡음 형상화부(120), Intensity 스테레오 
처리부(130), 예측부(140), Mid/Side(M/S) 스테레오 처리부(150), 양자화부(160), 비트분할 산술부호화부(170) 
및 비트스트림 형성부(180)로 이루어진다.

    
인간의 청각특성 중 디지탈 오디오신호의 부호화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현상으로 사용하는 것이 마스킹(masking)효과
와 임계대역(critical hand)의 성질이다. 마스킹효과란 어떤 신호(소리)에 의해 다른 신호(소리)가 들리지 않게 되는 
현상이다. 예를 들면, 기차역에서 기차가 지나갈때 낮은 소리로 대화한다면 그 대화는 기차소리에 묻혀 들리지 않게 되
는 현상이다. 임계대역은 인간의 가청주파수범위 내에서 어떤 대역별로 신호를 인지하는 현상인데, 여러가지 특성을 가
지고 있다. 이 특성 중 하나가 같은 크기의 잡음(noise)에 대해서 어떤 임계대역 내에 있을때와 임계대역 범위를 넘어
설때 인간이 인지하는 잡음의 크기가 다르다는 것이다. 이경우, 임계대역을 벗어날 때의 잡음에 대한 인지가 더 높아진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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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각특성을 이용하여 부호화 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상기 두 가지의 특성을 이용하여 하나의 임계대역내에서 잡음을 
얼마나 할당할 수 있는가를 계산한 후, 양자화시 양자화 잡음을 그 만큼 발생시킴으로써 부호화에 의한 정보의 손실을 
최소로 하는 것이다.

상기 시간/주파수 맵핑부(100)는 시간영역(time domain)의 입력 오디오 신호를 주파수영역(frequency domain)의 
신호로 변환한다.

상기 심리음향부(110)는 상기 시간/주파수 맵핑부(100)에 의해 시간 영역에서 주파수 영역으로 변환된 오디오 신호들
을 적당한 대역(scalefactor band)의 신호들로 묶고, 각 신호들의 상호작용으로 인해 발생되는 마스킹현상을 이용하여 
각 대역(scalefactor band)에서의 마스킹 문턱치(masking threshold)를 계산한다.

상기 시간영역잡음형상화(TNS, Temporal Noise Shaping)부(120)는 변환의 각 윈도우 내에서 양자화 잡음의 시간
적인 모양을 제어하기 위해 사용된다. 주파수 데이터의 필터링 과정을 적용함으로써 시간영역 잡음 형상화가 가능하다. 
상기 모듈은 부호화기에서 선택적으로 사용가능한 모듈이다.

Intensity 스테레오 처리부(130)는 스테레오 신호를 좀 더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모듈로서, 두 개의 채널 중 하나
의 채널에 대한 scalefactor band에 대한 양자화된 정보만을 부호화하고, 나머지 채널은 scalefactor 만을 전송한다. 
상기 모듈은 부호화기에서 반드시 사용해야 하는 모듈은 아니고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해서 각 scalefactor band단위
로 사용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예측부(140)는 현재 프레임의 주파수 계수의 값들을 예측한다. 이렇게 예측된 값과 실제 주파수 성분의 차를 양자화해
서 부호화함으로써 사용되는 비트 발생량을 줄일 수 있다. 하지만 상기 예측부(140)는 프레임 단위로 선택적으로 사용
할 수 있다. 즉 예측부(140)를 사용하면 다음 주파수 계수를 예측하는데 복잡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을 수 
있다. 또한 경우에 따라서는 예측에 의한 차이가 원래 신호보다 더 큰 확률을 가지고 있음으로 인해 예측를 함으로써 실
제 발생한 비트 발생량이 예측을 하지 않을 때 보다도 더 커질 수 있는데 이 때는 예측부(140)를 사용하지 않는다.
    

M/S 스테레오 처리부(150)는 스테레오 신호를 좀 더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것으로서, 왼쪽 채널 신호와 오른쪽 
채널 신호를 각각 더한 신호와 뺀 신호로 변환한 후 이 신호를 처리한다. 상기 모듈(150)도 부호화기에서 반드시 사용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부호화기에서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해서 각 scalefactor baud 단위로 사용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양자화부(160)는 인간이 들어도 느끼지 못하도록 각 대역의 양자화 잡음의 크기가 마스킹 문턱값(Masking threshol
d value)보다 작도록 각 대역의 주파수 신호들을 스칼라 양자화한다. 음향심리부(110)에서 계산한 마스킹문턱치와 각 
대역에서 발생하는 잡음(noise)의 비율인 NMR(Noise-to-Mask Ratio)을 이용하여 전대역의 NMR 값이 0dB 이하
가 되도록 양자화를 행한다. NMR 값이 0dB 이하라는 것은 양자화잡음에 비해 마스킹값이 높다는것을 나타내는데, 이
것은 양자화잡음을 사람이 들을 수 없다는 의미이다.
    

    
비트분할 산술 부호화부(170)는 본 발명의 핵심 모듈로서, MPEG-2 AAC와 같은 기존의 오디오 codec은 scalabilit
y 를 제공할 수 없기 때문에 AAC의 무손실 부호화부에 대한 대안으로 사용될 수 있다. scalable audio codec을 구현
할 수 있도록 양자화부(160)에서 양자화된 주파수 데이터값을 각 계층에 해당하는 비트율에 따라 해당 대역의 부가정
보와 오디오 데이터에 대한 양자화 정보를 결합하여 부호화한다. 또한, 이런 scalability 기능 이외에 top layer에서는 
AAC와 비슷한 성능을 제공할 수 있게 한다. 상기 비트분할 산술 부호화부(170)의 기능을 좀 더 상세하게 설명하면, 
비트율 조절이 가능하도록 기반 계층에 상응하는 대역 제한을 하고, 부가정보(side informatio)를 부호화한다. 그리고 
양자화된 값들에 대한 정보를 최상위 비트부터 최하위비트 순서로, 그리고 낮은 주파수 성분부터 높은 주파수성분의 순
서대로 부호화한다. 또한 왼쪽 채널과 오른쪽 채널을 소정의 벡터 단위로 번갈아 가면서 부호화하여 기반계층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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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호화를 한다. 상기 기반 계층에 대한 부호화가 끝나면 그 다음계층에 대한 부가정보와 오디오데이타의 양자화값을 부
호화하여 비트스트림이 계층적 구조를 갖도록 한다.
    

비트스트림 형성부(180)는 부호화기의 각 모듈에서 만들어진 정보들을 모아서 scalable codec 에 적합하도록 만들어
진 소정의 syntax에 따라서 비트스트림을 구성한다.

    
도 2는 상기 비트스트림 형성부(180)에서 만들어진 비트스트림의 구조를 도시한 것이다. 도 2에 도시된 바와 같이 상
기 비트스트림은 비트율에 따라 하위 계층의 비트스트림이 상위 계층의 비트스트림에 포함되어 있는 계층 구조로 되어 
있다. 기존의 비트스트림들은 먼저 부가 정보들을 부호화하고 난 후 나머지 정보들을 부호화해서 비트스트림을 만든다. 
그러나 본 발명에서는 도 2에 도시된 바와같이 각 계층에 필요한 부가정보들은 각 계층별로 나뉘어져 계층별로 부호화 
된다. 또한 기존의 부호화 방식에서는 양자화된 데이터를 모두 샘플 단위로 차례로 부호화한다. 그러나 본 발명에서는 
양자화된 데이터를 2진데이타로 나타내고 2진데이타의 최상위비트(Most Significant Bit, MSB)에서부터 부호화를 
해서 허용가능한 비트량 내에서 비트스트림을 구성하는 방식을 사용한다.
    

도 3은 본 발명에 의한, 복호화장치의 일실시예에 대한 구성을 블록도로 도시한 것으로서, 비트스트림 분석부(300), 
비트분할 산술복호화부(310), 역양자화부(320), M/S 스테레오 처리부(330), 예측부(340), Intensity 스테레오 처
리부(350), 시간영역 잡음 형상화부(360) 및 주파수/시간 맵핑부(370)로 이루어진다.

비트스트림 분석부(300)는 입력된 비트스트림에서 비트스트림이 만들어진 순서에 따라서 헤더정보와 부호화된 데이터
들을 분리해서 각 모듈에 전달한다.

비트분할 산술복호화부(310)는 입력된 비트스트림에서 비트스트림이 만들어진 순서에 따라서 부가정보와 비트 분할된 
양자화된 데이터 등을 복호화해서 역양자화기에 전해준다.

M/S 스테레오 처리부(330)는 스테레오 신호에만 적용되는 모듈로서, 부호화기에서 M/S 스테레오 처리를 해 준 scal
efactor band에 대해 상응하는 처리를 한다.

예측부(340)는 부호화기에서 예측이 사용되었을 경우에 이전 프레임에서 복호화된 데이터들 가지고 부호화기와 같은 
같은 과정의 예측을 통해 같은 값을 찾아낸다. 그리고 이 예측된 값과 비트스트림 분석부에서 복호화된 차이 신호와 더
함으로써 원래의 주파수 성분들을 복원할 수 있다.

Intensity 스테레오 처리부(350)는 스테레오 신호에만 적용되는 모듈로서, 부호화기에서 Intensity 스테레오 처리를 
해 준 scalefactor band에 대해 상응하는 처리를 한다.

시간영역 잡음 형상화부(360)는 변환의 각 윈도우내에서 양자화 잡음의 시간적인 모양을 제어하기 위해 사용된 것으로 
상응하는 처리를 한다.

복호화가 된 데이터에 대한 그 이후의 처리 과정은 AAC 표준안 등 기존의 오디오 알고리즘과 같은 처리 모듈을 거쳐서 
시간 영역의 신호로 복원하게 된다. 우선, 역양자화부(320)에서는 복호화된 scalefactor 와 양자화된 데이터들을 원래 
크기의 신호로 복원한다.

그리고, 주파수/시간 맵핑부(370)는 주파수 영역의 오디오 신호를 다시 시간영역의 신호로 변환해서 사용자가 재생할 
수 있도록 한다.

한편, 본 발명에 따른 오디오 부호화 동작을 실명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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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된 오디오 신호는 시간/주파수 맵핑부(100)에서 MDCT(Modified Discrete Cosine Transform)에 의해 주파수 
영역의 신호로 변환된다. 그리고 심리음향부(110)는 주파수 신호를 적당한 scalefactor band로 묶어서 마스킹 문턱값
을 구한다. 또한 상기 주파수 영역의 신호로 변환된 오디오 신호는 부호화 효율을 높이기 위한 모듈들, 즉 TNS부(120), 
Intensity 스테레오 처리부(130), 예측(Prediction)부(140), M/S 스테레오 처리부(150)를 거치면서 보다 더 효율적
으로 압축된 신호가 된다.
    

양자화부(160)는 상기 모듈들을 통해 처리된 신호를 허용가능한 비트 수내에서 인간이 들어도 느끼지 못하도록 각 sc
alefactor 의 양자화 잡음의 크기를 마스킹 문턱값과 비교해가면서 스칼라 양자화 한다. 상기 양자화 과정을 거치고 나
면 각 scalefactor band 에 대한 scalefactor 와 양자화된 주파수 값들이 생성된다.

    
일반적으로 인간의 심리음향학적인 측면에서 낮은 주파수는 세밀한 간격의 주파수 성분을 쉽게 구분하지만 주파수가 
높아질수록 구분할 수 있는 주파수 간격이 넓어진다. 그래서 scalefactor band 의 대역폭(bandwidth)은 주파수 대역
이 높아짐에 따라 점점 커진다. 하지만 부호화를 할 때는 부호화 과정의 용이성을 위해서 균일하지 않은 대역 폭을 가진 
scalefactor band를 사용하지 않고 크기가 일정한 부호화 대역으로 바꾸어 사용한다. 부호화 대역은 32개의 양자화된 
주파수 계수값들을 포함한다.
    

AAC와 같은 부호화 효율(coding efficiency)만을 고려한 기존의 부호화기/복호화기는 스테레오 신호를 처리할 때 먼
저 왼쪽 채널과 오른쪽 채널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정보들을 헤더 위치에서 부호화한다. 그 후 왼쪽 채널에 대한 데이터
를 부호화하고 오른쪽 채널에 대한 데이터를 부호화한다. 즉 헤더 + 왼쪽 채널 + 오른쪽 채널의 순으로 부호화가 진행
된다.

이렇게 헤더를 처리하고 왼쪽 채널과 오른쪽 채널에 대한 정보가 중요도에 관계없이 배열되어 전송될 때, 비트율이 낮
아진다면 뒤쪽에 위치한 오른쪽 채널에 대한 신호들부터 없어지기 때문에 인간이 느낄 수 있는 성능의 저하가 심각하다.

그러나 본 발명애 의한 스테레오 오디오 부호화 장치는 채널별로 부가정보를 부호화한다. 즉 비트분할 산술 부호화부(
170)를 통해 상기 채널별 부가정보는 왼쪽 채널과 오른쪽 채널 순으로 번갈아 가면서 부호화된다. 그리고 scalefacto
r 를 부호화하는 방식은 보다 효율적인 압축을 위해서 약간 변형된 방식을 사용한다.

먼저, scalefactor 의 부호화에 대해 설명하기로 한다. 본 발명에 의한 스테레오 신호를 처리하는 부호화 장치는 scale
factor 의 효율을 좀 더 높이기 위해서 두가지 방법을 사용해서 scalefactor 를 부호화할 수 있다. 부호화 장치는 상기 
두 가지 방법 중 성능이 좋은 것을 선택해서 복호화 장치에 전송한다.

첫 번째 방법은 scalefactor 를 압축하기 위해서 우선 scalefactor 값들 중에서 최대값 max_scalefactor를 구한다. 그
리고 각 scalefactor 와 max_scalefactor에 대한 차이를 구한다. 상기 scalefacor 차이 값들을 산술 부호화한다. 이를 
위해 표 5.5내지 표 5.8에 도시된 4가지 모델을 사용한다. 상기 모델에 대한 정보는 scalefactor_model에 저장된다.

[표 5.5] 스케일팩터 차이값에 대한 산술 모델 1

[표 5.6] 스케일팩터 차이값에 대한 산술 모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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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7] 스케일팩터 차이값에 대한 산술 모델 3

[표 5.8] 스케일팩터 차이값에 대한 산술 모델 4

두 번째 방법은 scalefactor 를 압축하기 위해서 첫 번째 방법과 마찬가지로 우선 scalefactor 값들 중에서 최대값, m
ax_scalefactor를 구한다. 그리고 첫번째 scalefactor 와 max_scalefactor와의 차이를 구하고 이 차이 값을 산술부호
화한다. 그리고 나머지 scalefactor 들은 이전의 scalefactor 와의 차이를 구하고 그 차이값을 산술부호화한다. 이 경
우에는 사용되는 모델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scalefactor_model 값은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는다.

    
다음으로, 스테레오 신호에서 양자화된 주파수 성분에 대한 부호화를 설명하기로 한다. 각 채널에 대한 양자화된 데이
터를 비트분할한다. 모노 채널에 대한 신호를 처리할 때는 비트 분할된 데이터를 4차원 벡터로 묶고, 이 4차원 벡터를 
부호화의 기본 단위로 사용하였다. 스테레오 채널의 신호를 부호화 할 때도 이런 점들은 그대로 유지한다. 즉, 중요도가 
가장 높은 비트들에 대한 부호화를 시작하게 된다. 비트 분할된 데이터에 나온 4차원 벡터를 우선 왼쪽 채널에 대해 산
술부호화한다. 다음에는 같은 주파수 위치의 오른쪽 채널에 대한 4차원 벡터를 산술부호화 한다. 이렇게 왼쪽 채널과 
오른쪽 채널을 계속해서 서로 끼워 넣어서 부호화를 해 나간다.
    

채널이 한 개라고 하면, MSB(Most Significant Bit)부터 LSB(Least Significaut)순으로 부호화된다. 그리고 같은 
중요도의 비트 분할된 데이터의 부호화는 낮은 주파수부터 높은 주파수 순으로 진행된다. 이 때 각 벡터에 할당된 비트
가 현재 부호화가 진행되고 있는 비트의 중요도보다 높다면 이 벡터는 부호화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뜻하기 때문에 그
냥 지나치게 된다.

XQ0, XQ1, XQ2, XQ3, XQ4, XQ5, ..., XQk, ...

여기서, Xqk는 4*k에서 (4*k+3)번째 까지의 양자화된 주파수 성분의 비트 분할된 데이터이다.

채널이 두 개일 경우도 마찬가지로 MSB부터 LSB순으로 부호화 된다. 같은 중요도의 비트 분할된 데이터의 부호화는 
낮은 주파수부터 높은 주파수 순으로 진행된다. 하지만, 채널 수가 2개라는 사실을 고려해서 부호화 순서를 정하게 된
다. 즉, 왼쪽 채널과 오른쪽 채널에 앙자화된 주파수 성분들이 다음과 같다고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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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 채널 : XQL0, XQL1, XQL2, XQL3, XQL4, XQL5, ..., XQLk, ...

오른쪽 채널 : XQR0, XQR1, XQR2, XQR3, XQR4, XQR5, ..., XQRk, ...

여기서 XQLk, XQRk는 4*k에서 (4*k+3)번째 까지의 양자화된 주파수 성분의 비트 분할된 데이터이다.

이렇게 채널이 두 개일 경우에도 채널이 1개인 경우와 비슷하게 낮은 주파수부터 높은 주파수 순으로 진행한다. 하지만 
채널사이에서도 중요한 성분을 먼저 부호화하기 위해서 채널 성분간에는 인터리빙(Interleaving)이 이루어진다. 즉, 
각 벡터에 대해서 부호화가 진행되는 순서는 두 채널 사이에 다음과 같이 번갈아가면서 나오게 된다.

XQL1, XQR1, XQL2, XQR2, ...

이렇게 구성된 정보는 두 채널를 통합해서 중요한 신호의 순서대로 부호화가 진행되기 때문에 scalable audio codec 
에 비트율이 줄어들더라도 성능이 저하가 많이 일어나지 않는다.

한편, 본 발명의 바람직한 일실시예를 설명하기로 한다.

    
본 발명은 부호화 효율을 높이기 위한 부가적인 모듈 등 모든 모듈을 포함하는 AAC의 기본 구조에 적용되어 비트율 조
절이 가능한 디지털 오디오 데이터 부호화 장치를 제공한다. 즉 AAC의 부호화/복호화에 사용되는 기본 모듈들은 그대
로 사용하면서 무손실 부호화 모듈만을 비트분할 부호화 방식으로 대체하여 비트율 조절이 가능한 부호화기를 제공한
다. 하나의 비트스트림 내에 1개의 비트율에 대한 것만으로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기반계층(Base Layer)을 기반으로 
여러 상위 계층(Enhancement Layer)의 데이터를 함께 표현한다. 따라서 여러 계층의 비트율(bitrate)에 대한 정보를 
하나의 비트스트림으로 표현함에 있어서 도 2에 도시된 바와 같이 계층적인 구조를 가지고 오디오 신호를 부호화하되 
중요한 신호 성분을 우선으로 표현한다.
    

    
본 발명에 의한 실시예는 BSAC scalable codec의 무손실 부호화 과정 전까지는 AAC와 동일한 모듈들을 사용한다. 따
라서 AAC 비트스트림을 복호화해서 양자화된 주파수 데이터를 만들어내면 이 복호화된 데이터를 다시 BSAC scalab
le 비트스트림으로 만들어낼 수 있다. 이것은 AAC 비트스트림과 BSAC scalable 비트스트림 사이에는 무손실 변호화
(Noiseless transcoding)가 가능하다는 의미이다. 결국 환경이나 상황에 따라서 적합한 비트스트림 형태로 상호간 변
환이 가능하다. 따라서 부호화 효율과 scalability 기능을 동시에 만족시키며 상호 보완적인 관계 유지가 가능하고 다른 
scalable codec과는 차별성을 가진다.
    

    
이렇게 만들어진 비트스트림은 사용자의 요구 또는 전송선로의 상태에 따라 가장 높은 비트율의 비트스트림에 포함된 
낮은 비트율의 비트스트림들을 간단히 재구성해서 낮은 비트율의 비트스트림을 만들어 낼 수 있다. 즉 부호화기에서 만
들어진 비트스트림이나 또는 어떤 매체에 저장되어 있는 비트스트림을 사용자의 요구에 따라 원하는 비트율에 대한 비
트스트림으로 실시간으로 만들어 전송할 수 있다. 또한 사용자가 완전한 비트스트림을 가지고 있다할 지라도 사용자의 
하드웨어의 성능이 좋지 않다든지 사용자가 복호화기의 복잡성을 낮추고자 한다면 이 비트스트림중 일부만을 가지고 
복원할 수 있게 함으로써 복잡성을 낮출 수 있으므로 복잡성조절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
    

    
한 예로, 기반계층(Base Layer)은 16kbps, 최상위 계층(Top Layer)은 64kbps이고 각 계층(Enhancement Layer)
을 8kbps 간격의 비트율을 가지는 비트스트림을 구성할 수 있다. 즉 16, 24, 32, 40, 48, 56, 64kbps의 7계층의 스케
일 조절이 가능한 비트스트림을 구성하는 예이다. 각 계층은 표 2.1과 같이 정의될 수 있다. 부호화 장치에서 만들어지
는 비트스트림은 도 2에 도시된 바와 같은 계층적 구조를 가지므로 최상위 계층인 64kbps에 대한 비트스트림 내에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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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층(16, 24, 32, 40, 48, 56, 64kbps)에 대한 비트스트림이 포함되어 있다. 만일 어떤 사용자가 최상위계층에 대한 
데이타를 요구하면 이 비트스트림을 어떤 가공도 없이 전달한다. 또다른 사용자가 기반계층에(16bps에 해당하는) 대
한 데이타를 요구하면 단순히 앞부분의 비트스트림만을 잘라내어 전달한다.
    

[표 2.1] 각 계층에 대한 비트율(8kbps 간격)

한편, 좀 더 세밀한 간격으로 계층을 구성할 수도 있다. 기반 계층(Base Layer)은 16kbps, 최상위 계층(Top Layer)
은 64kbps이고 각 계층(Enhancement Layer)을 1kbps 간격의 비트율을 가지는 비트스트림을 구성할 수 있다. 각 계
층은 표 3.1과 같이 구성할 수 있다. 16kbps메서 64kbps까지 1kbps 간격으로 스케일 조절이 가능한 비트스트림을 구
성하는 fine granule scalability를 구현할 수도 있다.

[표 3.1] 각 계층에 대한 비트율(1kbps 간격)

각 계층은 비트율에 따라서 대역폭이 제한되도록 하는데 8kbps 간격으로 scalability를 제공하고자 한다면 대역 제한
은 표 2.2와 표 2.3과 같다. 1kbps 간격이라면 대역 제한은 표 3.2와 표 3.3과 같이 정의된다.

[표 2.2] short windows 에 대한 각 계층에서의 대역제한(8kbps 간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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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 long windows 에 대한 각 계층에서의 대역제한(8kbps 간격)

[표 3.2] short windows 에 대한 각 계층에서의 대역제한(1kbps 간격)

[표 3.3] long windows 에 대한 각 계층에서의 대역제한(1kbps 간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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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데이타는 48kHz로 샘플링된 PCM데이타이고, 1프레임의 크기는 1024개이다. 64 kbps의 비트율인 경우에 1프레
임에서 쓸 수 있는 비트의 수는 평균 64,000비트/1초 * (1024/48000) = 1365.3333비트가 된다. 마찬가지로 각 비
트율에 따라서 1프레임에 사용할 수 있는 비트의 크기를 계산할 수 있다. 이렇게 계산된 프레임당 사용가능한 비트 수
는 8kbp 간격이라면 표 2.4과 같고, 1kbps 간격이라면 표 3.4와 같다.

[표 2.4] 각 계층에서의 채널당 이용가능한 비트 (8kbps 간격)

[표 3.4] 각 계층에서의 채널당 이용가능한 비트 (1kbps 간격)

 - 14 -



등록특허 10-0335611

 
한편, 본 발명에 의한 스테레오 오디오 신호의 부호화 과정 및 복호화 과정을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기로 한다.

1. 부호화 과정

전체적인 부호화 과정은 MPEG-2 AAC 국제 표준안에 기술되어 있는 것과 같은 과정을 거친 후, 무손실 부호화 과정
은 본 발명에서 제안된 비트 분할 부호화를 적용한다.

1.1 음향심리부

    
먼저 입력데이타를 받아들여 음향심리모델(Psychoaccoustic Model)을 이용해서 현재 처리되고 있는 프레임의 bloc
k type(long, start, short, stop), 각 scalefactor band의 SMR(Signal-to-Masked Thrshold Ratio)값, short b
lock인 경우 group information, 그리고 음향심리모델과 시간/주파수의 동기를 맞추기 위해 시간지연된 PCM 데이타 
등을 만들어 시간/주파수 매핑부(100)에 전달한다. 음향심리 모델을 계산하는 방법은 ISO/IEC 11172-3의 Model 2
를 사용한다. [MPEG Committee ISO/IEC/JTC1/SC29/WG11, Information technology - Coding of moving pli
ctures and associated audio for data storagc media to about 1.5 Mbit/s - Part 3 : Audio, ISO/IEC IS 1117
2-3, 1993] 이 모듈은 반드시 사용해야 하지만, 사용자마다 다른 모델을 사용할 수 있다.
    

1.2 시간/주파수 맵핑부

    
시간/주파수 맵핑은 MPEG-2 AAC 국제 표준안에 정의되어 있는 것을 사용한다. 음향심리모델의 출력인 block type
에 따라 시간/주파수 맵핑부(100)에서는 MDC7를 이용하여 시간영역의 데이터를 주파수 영역의 데이터로 변환한다. 
이 때 블록의 크기는 long/start/stop 블록인 경우 2048 이고, short 블록인 경우 크기가 256인 MDCT를 8번한다. 그
리고 비트스트림 형성부(180)로 윈도우 타입(window type), window grouping 정보를 전달한다. 여기까지의 과정은 
기존의 MPEG-2 AAC[MPEG Committee ISO/IEC/JTC1/SC29/WG11, SIO/IEC MPEG-2 AAC IS 13818-7, 19
97]에서 사용되는 것과 같은 방식을 사용한다.
    

1.3 시간영역 잡온 형상화(TNS, Temporal Noise Shaping)부

TNS는 MPEG-2 AAC 국제 표준안에 정의되어 있는 것을 사용한다. 시간영역 잡음 형상화(TNS, Temporal Noise 
Shaping)부(120)는 선택모듈로서, 변환의 각 윈도우내에서 양자화 잡음의 시간적인 모양을 제어한다. 주파수 데이터
의 필터링 과정을 적용함으로써 시간영역 잡음 형상화가 가능하다. 그리고 비트스트림 형성부(180)로 TNS정보를 전
달한다.

1.4 Intensity 스테레오 처리부

    
Intensity 스테레오 처리부(130)는 MPEG-2 AAC 국제 표준안에 정의되어 있는 것을 사용한다. Intensity 스테레오 
처리부(130)는 스테레오 신호를 좀 더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방법들 중 한 가지이다. 두 개의 채널 중 하나의 채널
에 대한 scalefactor band에 대한 양자화된 정보만을 부호화하고 나머지 채널은 scalefactor 만을 전송한다. 이 모듈
은 선택모듈로서, 부호화기에서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해서 각 scalefactor band 단위로 사용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그리고 비트스트림 형성부(180)로 Intensity 스테레오 플래그 값들을 전달한다.
    

1.5 예측(Prediction)부

예측부(140)는 MPEG-2 AAC 국제 표준안에 정의되어 있는 것을 사용한다. 예측부(140)는 선택모듈로서, 현재 프레
임의 주파수 계수의 값들을 예측한다. 그리고 비트스트림 형성부(180)로 예측에 관련된 파라미터들을 전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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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Mid/Side(M/S) 스테레오 처리부

M/S 스테레오 처리부(150)는 MPEG-2 AAC 국제 표준안에 정의되어 있는 것을 사용한다. M/S 스테레오 처리부(1
50)는 선택모듈로서, 스테레오 신호를 좀 더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방법들 중 하나이다. 왼쪽 채널의 신호와 오른
쪽 채널의 신호를 각각 더한 신호와 뺀 신호로 변환한 후 이 신호를 처리하는 방법이다. 각 scalefactor band 단위로 
사용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1.7 양자화부

주파수영역으로 변환된 데이터는 표 1.1 또는 표 1.2에 도시된 바와 같이 scalefactor band로 주파수 성분들을 묶어서 
scalefactor band의 SNS(Siganl-to-Noise Ratio)값이 청각심리모델의 출력값인 SMR 값보다 작아지도록 scalefa
ctor 를 변화시키면서 양자화한다. 상기 양자화는 스칼라양자화(scala quantization)로 이루어지며, scalefactor 의 
간격은 21/4 를 사용한다. 양자화는 SNR값과 SMR값을 고려하여 인간이 느끼는 잡음의 양이 최소가 되도록 한다. 정확
한 양자화 과정은 MPEG-2 AAC에 기술되어 있는 과정을 사용한다. 이때 얻어지는 출력은 양자화된 데이터와 각 스케
일팩터 밴드(scalefactor band)의 scalefactor이다.

[표 1.1] 긴 블록에 대한 scalefactor band

[표 1.2] 짧은 블록에 대한 scalefactor b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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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비트분할 산술부호화(Bit-sliced Arithmetic Coding)를 이용한 비트패킹

상기 비트패킹은 비트분할 산술부호화부(170)와 비트스트림 형성부(180)을 통해 이루어지며, 상기 주파수 성분을 부
호화의 편리성을 위해서 재배열한다. block type에 따라서 재배열되는 순서가 다르다. block type이 long window를 
사용하는 경우는 도 4와 같이 scalefactor band의 순서대로 배열된다. block type이 short window인 경우에는 도 5
과 같이 8개의 각 블럭에서 나온 주파수 성분들 중 4개씩 오름차순으로 반복해서 끼워 넣어져서 배열된다.

이렇게 재배열된 양자화된 데이터와 scalefactor 를 계층구조를 가진 비트스트림으로 구성하게 된다. 비트스트림은 표 
7.1 내지 표 7.13과 같은 syntax 를 가지고 구성된다. 비트스트림의 구성 요소들은 앞쪽에 AAC와 같이 사용될 수 있
는 부분들은 공유하였고 새롭게 본 발명을 적용하기 위한 것들은 따로 분리하였다. 따라서 큰 구조는 AAC 표준안과 비
슷하게 구성하였다.

[표 7.1] Syntax of bsac_lstep_data_block()

[표 7.2] Syntax of bsac_lstep_stream()

[표 7.3] Syntax of bsac_raw_data_blo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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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4] Syntax bsac_main_stream()

[표 7.5] Syntax of bsac_single_main_stream()

[표 7.6] Syntax of bsac_pair_main_stream()

[표 7.7] Syntax of bsac_layer_st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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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8] Syntax of bsac_channel_stream()

[표 7.9] Syntax of bsac_general_info()

[표 7.10] Syntax of bsac_side_inf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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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11] Syntax of bsac_spectral_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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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본 발명에서 새롭게 사용한 비트스트립 구성 요소들에 대해 설명하기로 한다.

1.8.1 bsac_channel_stream의 부호화

common_window : 두 채널이 같은 형태의 블럭을 사용하는지를 나타냄

max_scalefactor[ch] : scalefactor들중 최대치, 정수값으로 8비트

tns_data_present[ch] : TNS 가 부호화기에서 사용되었는지를 나타냄

gain_control_data_present[ch] : AAC에서 Scalable Sampling Rate (SSR) Profile을 지원하기 위한 시간/주파수 
맵핑 방법이 사용되다는 것을 나타내는 flag

stereo_mode : 스테레오 처리 방법을 나타내는 2비트 flag

00 Independent

01 All ms_used are ones

10 1 bit mask of max_sfb bands of ms_used is located in the layer side information part.

11 2 bit mask of max_sfb bands of stereo_info is located in the layer side information p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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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 bsac_data의 부호화

frame_length : 한 프레임에 대한 비트스트림 전체에 대한 크기. byte단위로 표시된다. 모노 신호인 경우 9비트, 스테
레오 신호인 경우 10비트를 사용한다.

encoded_layer : 비트스트림의 부호화된 가장 높은 계층(top layer)에 대한 정보를 부호화한다. 8kbps 간격이면 3비
트, 1kbp간격이면 6비트가 사용된다. 계층에 대한 정보는 표 2.1이나 표 3.1를 참조한다.

scalefactor_model[ch] : scalefactor의 차이를 산술부호화할 때 사용할 모델에 관한 정보. 표 4.2 참조

[표 4.2] Arithmetic Model of Differential Scalefactor

min ArModel[ch] : 산술부호화 모델 지수들중 최소치

ArModel_model[ch] : 산술부호화 모델 지수(ArModel)와 min_ArModel과의 차이 신호를 산술 부호화하기 위해 사
용되는 모델에 관한 정보. (표 4.3) 참조

[표 4.3] Arithmetic Model of Differential ArModel

[표 5.9] Differential ArModel 산술모델 1

[표 5.10] Differential ArModel 산술모델 2

[표 5.11] Differential ArModel 산술모델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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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2] Differential ArModel 산술모델 4

1.8.3 bsac_side_info의 부호화

이렇게 모든 계층에 공통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정보들을 가지고 먼저 비트스트림을 부호화하고 다음에 각 계층에 공통
으로 사용되는 부가정조들을 부호화한다.

acode_ms_used[g][sfb] : window group g, scalefactor band scf에서 M/S 부호화가 사용되었는지를 나타내는 1
비트 flag인 ms_used를 산술 부호화해서 나온 codeword. ms_used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0 Independent

1 ms_used

acode_stereo_info[g][sfb] : window group g, scalefactor band scf에서 M/S나 Intensity 스테레오 부호화가 사
용되었는지를 나타내는 2비트 flag인 stereo_info를 산술 부호화해서 나온 codeword. stereo_info는 다음과 같이 정
의된다.

00 Independent

01 ms_used

10 Intensity_in_phase

11 Intensity_out_of_phase

acode_scf : scalefactor를 산술 부호화해서 나온 codeword

acode_ArModel : ArModel을 산술 부호화해서 나온 codeword, ArModel은 (표 4.3)에 나열될 모델들 가운데 어느 
것이 선택되었는지에 대한 정보이다.

1.8 4 bsac_spectral_data의 부호화

각 계층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부가정보들을 사용하고 난 후 양자화된 주파수 성분들을 BSAC(비트 분할 산술부호화) 
기술을 이용해서 비트 분할한 후 산술부호화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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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ode_vec0 : 첫 번째 subvector인 subvector0를 ArModel 값에 정해진 산술모델을 가지고 산술부호화해서 나온 c
odeword

acode_vecl : 두 번째 subvector인 subvector0를 ArModel 값에 정해진 산술모델을 가지고 산술부호화해서 나온 co
deword

acode_sign : sign 비트에 대한 정보를 (표 5.15)의 모델을 가지고 산술부호화 해서 나온 codeword.

[표 5.15] 부호 산술 모델(sign arithmetic model)

각 subvector 들을 부호화하면시 사용된 비트 수를 계산하면서 각 계층에서 사용가능한 비트수와 비교하면서 사용된 
비트 수가 사용가능한 비트수보다 같거나 많아지면 다음 계층의 부호화를 새로이 시작한다.

    
기반 계층의 대역폭은 긴 블럭의 경우 21번째 scalefactor band까지 대역 제한이 된다. 그래서 21번째 scalefactor b
and까지의 scalefactor와 상응하는 각 부호화 대역의 산술부호화 모델를 부호화한다. 산술 부호화 모델에서 각 부호화 
대역의 비트 할당 정보를 얻을 수 있고 이 값들 가운데서 할당된 비트의 최대값를 구하고 이 최대값부터 앞서 기술된 방
법에 의해 부호화를 한다. 그리고 차례로 다음 비트들에 대한 부호화를 한다. 물론 현재 부호화를 하고 있는 비트보다 
어떤 부호화 대역의 할당 비트가 작을 경우 아무런 부호화를 하지 않고 지나치며 그 부호화 대역은 할당 비트와 현재 부
호화가 되고 있는 비트가 같아질 때 비로소 부호화를 한다. 최하위 계층의 비트율은 16kbps이므로 허용가능한 전체 비
트는 336비트이다. 따라서 계속해서 사용되는 총 비트량을 계산하고 있다가 비트량이 336비트이상이 되면 일단 부호
화를 멈추게 된다.
    

    
기반 계층(16kbps)에 대한 비트스트림을 다 만들고 나면 그 다음 계층에 대해 비트스트림을 작성한다. 다음 계층에 대
한 부호화는 제한되는 대역이 커진다. 따라서, 기반 계층에서의 제한되는 대역에 비해 새롭게 추가되는 대역들에 대해
서만 scalefactor와 산술부호화 모델에 대한 부호화를 한다. 그리고 최하위 계층에서 각 대역의 아직 부호화되지 않고 
남아 있는 비트 분할된 데이터와 새로이 추가된 대역의 비트 분할된 데이터들중에서 중요도가 높은 것부터 기반 계층에
서와 같은 방식으로 부호화를 해 나가다가 사용된 총 비트량의 크기가 사용가능한 비트 수보다 커지면 부호화 과정을 
멈추고 다음 계층의 비트스트림을 작성할 준비한다. 이러한 방법으로 나머지 계층들에 대한 비트스트림을 작성할 수 있
다.
    

2. 복호화 과정

2.1 비트스트림 분석 및 복호화

2.1.1 bsac_channel_stream의 복호화

bsac_cliannel_stream에서 복호화 순서는 먼저 max_scalefactor를 얻는다. 그리고 나서 ics_info()를 얻고, TNS d
ata 가 존재하면 TNS 데이터를 얻는다. 그리고 채널이 두 개이면 stereo_mode 값을 얻은 후, BSAC 데이터를 얻는다.

2.1.2 bsac_data 의 복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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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me_leugth, encoded_layer, scalefactor 및 산술부호화 모델을 복호화하는데 필요한 부가 정보들과 bsac_strea
m()을 비트스트림에서 복호화한다.

2.1.3 BSAC Stream 복호화

BSAC stream 은 계층 구조를 가지고 있다. 먼저 기반 계층(base layer)에 대한 부가정보를 분리해서 산술복호화한다. 
그 다음에 양자화된 주파수 성분의 비트 분할 데이터들을 분리해서 산술복호화한다. 그리고 그 다음 계층에 대한 부가
정보를 복호화하고 양자화된 주파수 성분의 비트 분할 데이터를 산술복호화한다.

이런 각 계층에 대한 부가정보 복호화와 비트 분할 데이터 복호화 과정은 계층이 부호화된 계층보다 클 때까지 반복된
다.

2.1.4 stereo_info 또는 ms_used 의 복호화

stereo_info 또는 ms_used 의 복호화는 stereo mask를 나타내는 stereo_mode 에 따라 좌우된다. stereo_mode가 
0 또는 1이면, stereo_info 나 ms_used에 대한 산술 복호화가 불필요하다.

stereo_mode가 1이면, 모든 ms_used 값이 1이다. 이런 ms_used 정보가 M/S 스테레오 처리부에 전달되어 M/S 스테
레오 처리가 이루어진다.

stereo_mode가 2이면, ms_used 값을 scalefactor band 단위로 표 5.13에 주어진 모델을 이용하여 산술 복호화한다. 
이런 ms_used 정도가 M/S 스테레오 처리부에 전달되어 M/S 스테레오 처리가 이루어진다.

[표 5.13] MS_used model

stereo_mode가 3이면, stereo_info가 표 5.14에 주어진 모델을 이용하여 산술 복호화된다. 이렇게 복호화된 데이터
가 M/S 스테레오 처리부나 Intensity 스테레오 처리부에 전달되어 각 scalefactor band단위로 AAC에 기술된 M/S 나 
Intensity 스테레오 처리가 이루어진다.

[표 5.14] stereo_info model

2.1.5 bsac_side_info의 복호화

앞서 만들어진 scalable 비트스트림은 계층구조를 가지고 있다. 먼저, 기반 계층에 대한 부가 정보를 비트스트림에서 
분리해서 복호화한다. 그리고 기반 계층의 비트스트림에 포함된 양자화된 주파수 성분의 비트 분할 정보들을 비트스트
림에서 분리해서 복호화한다.

다른 상위 계층에 대해서도 기반 계층과 같은 과정을 거쳐서 복호화를 할 수 있다.

2.1.5.1 scalefactor 의 복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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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파수 성분들은 4의 배수의 주파수 계수들을 포함하는 scalefactor band로 나뉜다. 각 scalefactor band는 각기 하나
의 scalefactor 를 가진다.

scalefactor 를 복호화를 할 수 있는 방법은 2가지가 있다. 이 중 어느 방법을 사용하여 복호화를 할 것인가는 scf_co
ding 값에 저장되어 있다.

    
첫 번째 방법은 max_scalefactor가 8 bit unsigned integer로 복호화된다. 일반적으로 부호화할 때 scalefactor 들의 
차이를 맵핑한 값이 부호화 된다. 따라서 각 scalefactor band에 대해서 이 맵핑한 값을 (표5.2)의 모델을 이용하여 산
술복호화 한다. 이 때, 산술 복화된 값이 54이라면 맵핑된 값이 54이상의 값이기 때문에 54와 이 값의 차이가 다시 부
호화되어 있으므로 이 값을 다시 복호화해서 54 이상의 값으로 복원한다. 이렇게 맵핑한 값에 대한 복호화가 끝나면 이 
맵핑된 값을 차이 신호로 역맵핑을 하게 된다. 이런 맵핑과 역맵핑은 (표 5.1)와 (표 5.2)의 맵핑 테이블에 의해서 이
루어진다. 첫 번째 scalefacor에 대해서는 max_scalefactor와의 차이 신호를 가지고 scalefactor 를 구할 수 있다. 그
리고 나머지 scalefactor에 대해서는 차이와 이전 scalefactor를 더해서 원래의 scalefactor를 복원할 수 있다.
    

[표 5.1] differential scalefactor to index transition table

[표 5.2] index to differential scalefactor transition 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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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방법은 max_scalefactor가 8 bit unsigned integer로 복호화된다. 모든 scalefacor에 대해 offset 값인 ma
x_scalefactor와의 차이를 산술 복호화한다. 그리고 max_scalefactor에서 이 차이 신호를 빼서 scalefactor 를 구할 
수 있다. 차이 신호를 복호화하기 위해 사용되는 산술 모델은 비트스트림을 구성하는 한 요소이고 앞서 비트스트림에서 
복호화된다.

다음 pseudo code는 기반 계층과 다른 상위 계층에서 scalefactor 를 복호화하는 방법을 기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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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layer_sfb[layer]는 각 계층에서 scalefactor 를 복호화하기 위한 시작 scalefactor band 이고 layer_sfb[l
ayer+1]는 끝 scalefactor band 이다. nch는 채널의 수를 의미하는데 모노이면 1, 스테레오이면 2의 값을 가진다.

2.1,5.2 arithmetic model index의 복호화

주파수 성분들은 무손실 부호화를 하기 위해서 32개의 주파수 계수를 포함하는 부호화 대역으로 나뉜다. 부호화 대역은 
무손실 부호화에 사용되는 기본 단위이다.

산술 부호화 모델 지수은 각 부호화 대역의 비트 분할 데이터를 산술 부호화/복호화하기 위해 사용되는 모델에 관한 정
보이다. 이것은 (표 4.4)에 나열된 모델들중에서 어느 것을 사용하는지를 나타낸다.

[표 4.4] BSAC Arithmetis Model Parameters

    
모든 산술 부호화 모델 지수에 대해 offset 값에 대한 차이가 계산되고 그 차이 신호를 (표 4.3)에 나열된 모델들을 이
용하여 산술 부호화한다. 이 때 (표 4.3)의 4개의 모델들중 어떤 모델을 사용할 것인가는 ArModel_model값이 나타내
며 비트스트림에 2비트로 저장된다. offset 값은 비트스트림에 min_ArModel 값으로 저장되는 5비트이다. 따라서, 이
런 부호화 과정의 역순의 차이 신호에 대한 복호화를 하고 차이 신호와 offset 값을 더해서 산술 부호화 모델 지수를 복
원할 수 있다.
    

다음 pseudo code는 각 계층에서 산술 부호화 모델 지수, ArMode[chand]를 어떻게 복호화할 지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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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layer_sfb[layer]는 각 계층에서 산술 부호화 모델 지수를 복호화하기 위한 시작 scalefactor band 이고 lay
er_sfb[layer+1]는 끝 scalefactor band 이다. 그리고 decode_cband[ch][g][cband]는 산술 부호화 모델이 복호화
되었지는 (1) 또는 그렇지 않은지(0)를 나타내는 플래그(flag)이다.

2.1.6 비트 분할 데이터의 복호화

양자화된 시퀀스는 비트 분할된 시퀀스로 만들어 진다. 각 4차원 벡터는 상태에 따라서 2개의 서브벡터(subvector)로 
다시 나뉜다. 2 개의 서브벡터에 대한 효율적으로 압축하기 위한 무손실부호화로써 산술부호화를 한다. 각 부호화 대역
의 산술 부호화에 사용될 모델을 결정하고 이 경보가 산술부호화 모델 지수, ArModel에 저장된다.

    
(표 6.1)에서 (표 6.31)에서 보는 것과 같이 각 산술부호화 모델은 여러 개의 하위모델들로 구성된다. 서브벡터들은 
산술모델의 가능한 띠러 개의 하위 모델 등중에 하나를 이용하여 부호화된다. 하위모델들은 부호화를 할 서브벡터의 차
원, 벡터의 중요성 그리고 각 샘플의 부호화 상태등에 의해서 분류된다. 벡터의 중요성은 부호화될 벡터의 비트 위치에 
따라 결정된다. 즉, 비트 분할되었을 때 분할된 비트 정보들이 MSB에 대한 것인지, 아니면 그 다음 MSB에 대한 것인
지, 아니면 LSB에 대한 것인지에 대한 것으로 MSB가 가장 높은 중요성을 가지며 LSB가 가장 낮은 중요성을 가진다. 
각 샘플의 부호화 상태는 MSB에서 LSB로 벡터를 부호화하면서 그 값이 갱신된다. 처음에는 그 값이 0으로 초기화 된
다 그리고 비트의 값이 0이 아닌 값이 되었을 때 1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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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로 나뉘어진 서브벡터는 1에서 4차원사이의 벡터가 된다. 이 서브벡터들은 MSB에서 LSB로, 낮은 주파수에서 높은 
주사수 성분으로 가면서 산술부호화가 된다. 산술 부호화하는데 사용되는 산술부호화 모델 지수는 부호화 대역 단위로 
비트분할 데이터들을 전송하기 전에 낮은 주파수에서 높은 주파수 순으로 미리 비트스트림에 저장된다.

각 비트 분할된 데이터들에 대한 산술 복호화의 결과는 the codeword index 이다. 이 index 들은 다음과 같은 pseud
o code에 의해서 비트 결합에 의해 원래의 양자화된 데이터로 복원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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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자된 주파수 계수의 비트 분할된 데이터가 NSB부터 LSB로 부호화가 되면서 처음으로 0이 아닌 값이 부호화가 될 때, 
영이 아닌 주파수 계수에 대한 sign 비트는 산술 부호화된다. sign 비트는 음수일 때는 1을 나타내고 양수일 때는 0을 
나타낸다.

따라서, 복호화기에서도 비트 분할 데이터에 대한 산술 복호화가 되고 산술 복호화된 비트 값이 처음으로 0이 아닐 경
우, 비트스트림에서 다음에 sign에 대한 정보인 acode_sign이 따라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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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를 가지고 sign_bit를 표 5.13 과 같은 모델을 가지고 산술 복호화할 수 있다. 그래서 sing_bit가 1이면, 앞서 
분리되었던 데이터들을 결합해서 만들어진 앙자화된 데이터, y에 sign에 대한 정보를 다음과 같이 줄 수 있다.

2.2 M/S 스테레오 처리부 (선택 모듈)

비트스트림에 포함되어 있는 flag, ms_used[]에 따라서 각 scalefaclor band의 M/S 스테레오의 사용 여부를 알 수 
있다. 사용되었다면 AA4C에 기술되어 있는 과정에 따라서 처리한다.

2.3 예측부 (선택 모듈)

비트스트림에 포함되어 있는 flag, prediction_present에 따라서 예측 모듈의 사용 여부를 알 수 있다. 사용되었다면 
AA4C에 기술되어 있는 과정에 따라서 처리한다.

2.4 Intensity 스테레오 처리부 (선택 모듈)

비트스트림에 포함되어 있는 flag, stereo_info에 따라서 각 scalefactor band의 Intensity 스테레오의 사용 여부를 
알 수 있다. 사용되었다면 AAC에 기술되어 있는 과정에 따라서 처리한다.

2.5 TNS부 (선택 모듈)

비트스트림에 포함되어 있는 flag, tns_present에 따라서 TNS의 사용 여부를 알 수 있다. 사용되었다면 AAC에 기술
되어 있는 과정에 따라서 처리한다.

2.6 역양자화

역양자화부에서근 복호화된 scalefactor와 양자화된 데이터들을 가지고 원래 크기의 신호로 복원해 주는 역할을 한다. 
역양자화 과정은 AAC 표준안에 역양자화 과정이 기술되어 있다.

2.7 주파수/시간 맵핑

주파수/시간 맵핑부는 주파수 영역의 오디오 신호를 다시 시간 영역의 신호로 변환해서 사용자가 재생할 수 있도록 해 
준다. 주파수 신호를 시간 영역의 신호로 맵핑하는 식은 AAC 표준안에 정의되어 있다. 또한 맵핑에 관련된 윈도우등 
여러가지 관련된 사항들이 함께 AAC 표준안에 기술되어 있다.

한편, 상술한 본 발명의 실시에는 컴퓨터에서 실행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작성가능하다. 그리고 컴퓨터에서 사용되는 
매체로부터 상기 프로그램을 동작시키는 범용 디지털 컴퓨터에서 구현될 수 있다. 상기 매체는 마그네틱 저장매체(예:
롬, 플로피디스크, 하드 디스크 등), 광학적 판독 매체(예:CD-ROM, DVD 등) 및 캐리어 웨이브(예:인터넷을 통해 전
송)와 같은 저장매체를 포함한다.

    
예를 들어, 상기 기록매체는 오디오 신호를 기반계층(base layer)과 적어도 하나의 상위계층(enhancement layer)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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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이루어지는 계층적인 비트스트림으로 부호화하는 가변비트율 오디오 신호 부호화 방법에 있어서, 입력 오디오 신호
를 신호처리하여 소정의 양자화 대역별로 양자화하는 양자화처리단계를 수행하는 프로그램코드 수단과, 상기 양자화처
리된 데이터 중 기반계층에 상응하는 양자화된 데이터들을 부호화하는 기반계층 부호화단계가 컴퓨터에 의해 실행될 
수 있게 하는 프로그램 코드수단과, 상기 부호화된 계층의 다음 상위계층에 속하는 양자화된 데이터 및 상기 부호화된 
계층에 속하면서 계층의 크기제한으로 인해 부호화되지 않고 남아있는 양자화된 데이터들을 부호화하는 계층부호화 단
계가 컴퓨터에 의해 실행되게 하는 프로그램 코드수단 및 상기 게층부호화단계를 모든 계층에 대해 수행하여 비트스트
림으로 형성하는 비트스트림형성단계가 컴퓨터에 의해 실행되게 하는 프로그램 코드수단을 포함함을 특징으로 한다. 상
기 기반계층 부호화단계, 계층부호화 단계 및 비트스트림형성 단계의 부호화는, 부호화하고자 하는 계층에 상응하는 부
가정보 및 양자화된 데이터를 소정 개수의 비트로 표현하여 중요도가 가장 높은 비트들로 이루어지는 최상위 비트시퀀
스부터 중요도가 낮은 비트들로 이루어지는 비트시퀀스 순으로 소정의 확률모델을 사용하여 산술부호화하되, 비트분할
된 왼쪽 채널 데이터와 오른쪽 채널 데이터를 소정의 벡터 단위로 번갈아 가면서 부호화한다.
    

그리고 본 발명을 구현하기 위한 기능적인(functional) 프로그램, 코드 및 코드 세그먼트들은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
야의 프로그래머들에 의해 용이하게 추론될 수 있다.

    발명의 효과

    
본 발명은 다양한 사용자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모노나 스테레오 신호를 함께 처리할 수 있도록 비트스트림의 구성
을 유연하게 하면서도 높은 비트율에서의 성능은 기존의 압축만을 고려한 경우의 부호화기와 비슷한 성능을 제공한다. 
즉, 사용자의 요구에 따라 여러 계층의 비트율에 대한 정보를 중복없이 하나의 비트스트림에 결합시킴으로써 특히 높은 
비트율에서 좋은 음질의 비트스트림을 제공할 수 있다. 또한, 송신단과 수신단 사이에 어떤 변환기도 필요없으며 전송
선로의 상태나 사용자의 어떠한 요구도 수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리고 본 발명은 모노 신호에만 적용되었던 scalability 의 기능를 스테레오 신호까지 확장함으로써 scalability의 적
용 범위를 훨씬 넓힐 수 있었다.

또한 본 발명은 기존에 부호화 성능을 개선하기 위한 모듈을 포함한 오디오 부호화/복호화기에도 적용될 수 있음으로써 
각 비트율에서의 성능의 개선을 이룰 수 있었다.

또한 본 발명은 MPEG-2 AAC 표준안등에서 사용되는 시간/주파수 맵핑, 양자화와 같은 기본적인 모듈뿐만이 아니라 
성능을 개선하기 위한 다른 여러 가지 모듈들까지도 수용하면서 무손실 부호화하는 부분만을 다르게 사용해서 scalab
ility를 제공할 수 있다.

또한 비트율조절이 가능한 형태의 비트스트림이므로 하나의 비트스트림안에 여러 개의 비트율의 비트스트림을 포함하
고 있다. 다른 scalable 부호화기들과는 다리 미세한 간격 계층을 둘 수 있기 때문에 기존의 scalable codec에 비해 활
용범위가 훨씬 넓다.

또한, 다른 scalable audio codec과는 달리 높은 비트율에서 좋은 음질을 제공한다. AAC 표준안과 결합이 되면 최상
위 계층의 비트율에서는 AAC와 거의 같은 음질을 나타낸다.

    
또한 AAC와 모든 부분이 같고 무손실 부호화 부분만이 상이하기 때문에 AAC 비트스트림에서 주파수 영역의 양자화된 
신호를 복호화하고 이 복호화된 신호를 기반으로 다시 BSAC scalable 비트스트림으로 만들 수 있다. 즉, 무손실 변호
화 (Noiseless transcoding)이 가능하다. 또한 역으로 BSAC scalabel 비트스트림에서 AAC 비트스트림을 만들 수 있
다. 이런 기능성 때문에 부호화 효율만을 위해 만들어진 많은 AAC 비트스트림들이 상황에 맞게 변환되어 사용될 수 있
다. 따라서, scalability를 제공하기 위해서 별도의 scalable 부호화기에서 scalability 제공용 비트스트림을 제공하는 
2중, 3중의 일을 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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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본 발명은 기존의 부호화 방식들과 같이 정해진 비트율에서 최상의 성능을 나타내는 부호화 효율이 좋은 기법일 
뿐 아니라, 멀티미디어 시대에 적합하게 부호화된 비트율 이내의 비트율 중의 하나로 복원할 수 있는 부호화/복호화 기
법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은 여러 계층의 비트율에 대한 데이터를 하나의 비트스트림 내에 표현함으로써 전송선로의 
상태, 복호화기의 성능 또는 사용자의 요구사항에 따라 비트스트림의 크기가 유동적으로 바뀔 수도 있고 복호화기의 복
잡성도 바뀔 수도 있는 효과를 가진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오디오 신호를 기반계층(base layer)과 적어도 하나의 상위계층(enhancement layer)으로 이루어지는 계층적인 비트
스트림으로 부호화하는 가변비트율 오디오 신호 부호화 방법에 있어서,

입력 오디오 신호를 신호처리하여 소정의 양자화 대역별로 양자화하는 양자화처리단계;

상기 양자화처리된 데이터 중 기반계층에 상응하는 양자화된 데이터들을 부호화하는 기반계층 부호화단계;

상기 부호화된 계층의 다음 상위계층에 속하는 양자화된 데이터 및 상기 부호화된 계층에 속하면서 계층의 크기제한으
로 인해 부호화되지 않고 남아있는 양자화된 데이터들을 부호화하는 계층부호화 단계; 및

상기 계층부호화단계를 모든 계층에 대해 수행하여 비트스트림으로 형성하는 비트스트림형성단계를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고,

상기 기반계층 부호화단계, 계층부호화 단계 및 비트스트림형성 단계의 부호화는,

부호화하고자 하는 계층에 상응하는 부가정보 및 양자화된 데이티를 소정 개수의 비트로 표현하여 중요도가 가장 높은 
비트들로 이루어지는 최상위 비트시퀀스부터 중요도가 낮은 비트들로 이루어지는 비트시퀀스 순으로 소정의 확률모델
을 사용하여 산술부호화하며, 비트분할된 왼쪽 채널 데이터와 오른쪽 채널 데이터를 소정의 벡터 단위로 번갈아 가변서 
부호화하는, 비트율 조절 가능한 스테레오 오디오 부호화 방법.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부가정보는

적어도 스케일팩터(scalefactor) 및 산술부호화에 사용될 확률모델 정보를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비트율 조절 가능
한 스테레오 오디오 부호화 방법.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소정의 벡터는

상기 비트분할된 각 오디오 채널 데이터 4개를 하나의 벡터로 묶은 4차원 벡터임을 특징으로 하는 비트율 조절 가능한 
스테레오 오디오 부호화 방법.

청구항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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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항에 있어서, 상기 4차원 벡터는

비트분할된 해당 주파수 성분에 대해 '0'이 아닌 값이 부호화되었는지를 나타내는 이전상태(prestate)에 따라 두 개의 
서브벡터로 나누어 부호화됨을 특징으로 하는 비트율 조절가능한 스테레오 오디오 부호화 방법.

청구항 5.

제2항에 있어서, 상기 스케일 팩터의 부호화는

스케일팩터 값들 중에서 최대값을 구하는 단계;

첫 번째 스케일 팩터와 상기 최대값의 차를 구하여 산술부호화하는 단계; 및 상기 첫 번째 스케일 팩터 이후의 스케일 
팩터는 산술부호화된 바로 이전의 스케일 팩터와의 차를 구하여, 상기 차를 소정의 값으로 맵핑하여 상기 맵핑된 값을 
산술부호화하는 단계로 이루어짐을 특징으로 하는 비트율 조절가능한 스테레오 오디오 부호화 방법.

청구항 6.

제5항에 있어서, 상기 맵핑은

확률모델로서 표 5.1을 사용함을 특징으로 하는 비트율 조절가능한 스테레오 오디오 부호화 방법.

청구항 7.

제2항에 있어서, 상기 스케일 팩터의 부호화는

스케일팩터 값들 중에서 최대값을 구하는 단계; 및

각 스케일 팩터와 상기 최대값에 대한 차를 구하여 산술부호화하는 단계로 이루어짐을 특징으로 하는 비트율 조절이 가
능한 스테레오 오디오 부호화 방법.

청구항 8.

제1항에 있어서,

모든 대역에 사용되는 공통정보(header 정보)를 부호화 하고, 각 계층에 필요한 부가정보와 양자화된 주파수를 비트 
분할된 정보로 구성하여 계층적으로 부호화함을 특징으로 하는 비트율 조절이 가능한 오디오 부호화 방법.

청구항 9.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양자화 처리 단계는

시간 영역의 입력 오디오 신호를 주파수 영역의 신호로 변환하는 단계;

상기 시간/주파수 맵핑에 의해 주파수 성분으로 변환된 입력 오디오 신호들을 소정의 대역(scalefactor band) 신호들
로 묶고, 상기 각 대역에서의 마스킹 문턱치(masking threshold)를 계산하는 단계;

변환의 각 윈도우내에서 양자화 잡음의 시간적인 모양을 제어하기 위해 사용되는 시간영역 잡음 형상화(TNS, Tempo
ral Noise Shaping) 단계;

두 개의 채널 중 하나의 채널에 대한 scalefactor hand 에 대한 양자화된 정보만을 부호화하고 나머지 채널은 scalefa
ctor 만을 전송하는 Intensity 스테레오 처리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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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프레임의 주파수 계수의 값들을 예측하는 예측단계;

왼쪽 채널의 신호와 오른쪽 채널의 신호를 각각 더한 신호와 뺀 신호로 변환한 후 이 신호를 처리하는 M/S 스테레오 처
리 단계; 및

각 대역의 양자화 잡음이 마스킹 문턱치보다 작아지도록 소정의 부호화 대역별로 양자화하는 단계로 이루어짐을 특징
으로 하는 비트율 조절이 가능한 오디오 부호화 방법.

청구항 10.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양자화된 데이터는

부호(sign) 데이터의 크기(magnitude) 데이터로 이루어지며,

상기 기반계층 부호화단계, 계층부호화 단계 및 비트스트림형성 단계의 부호 화는,

상기 크기 데이터들의 최상위 비트(Most Significant Bit)들로 이루어지는 최상위 비트 시퀀스(sequence)를 산술부
호화하는 단계;

상기 부호화된 최상위 비트 시퀀스 중 영이 아닌 데이터에 해당하는 부호 데이터들을 부호화하는 단계;

상기 디지털 데이터의 부호화되지 않은 크기데이터 중 중요도가 가장 높은 비트 시퀀스를 산술부호화하는 크기부호화
단계;

부호화된 비트 시퀀스 중 영이 아닌 크기 데이터에 해당하는 부호데이터들 중 부호화되지 않은 부호(sign)데이터를 부
호화하는 부호(sign)부호화단계; 및

상기 크기부호화단계 및 부호부호화단계를 상기 디지털 데이터의 각 비트에 대해 수행하는 단계를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고, 상기 각 단계들을 비트분할된 왼쪽 채널 데이터와 오른쪽 채널 데이터를 소정의 벡터단위로 번갈아 가면서 수행
하는, 비트율 조절이 가능한 스테레오 오디오 부호화 방법.

청구항 11.

입력 오디오 신호를 신호처리하여 소정의 부호화 대역별로 양자화하는 양자화 처리부;

    
비트율 조절이 가능하도록 기반 계층에 상응하는 대역 제한을 하고, 부가정보(side informatio)를 부호화하고, 양자화
된 값들에 대한 정보를 최상위 비트부터 그리고 낮은 주파수부터 높은 주파수의 순서대로 부호화하고, 왼쪽 채널과 오
른쪽 채널을 소정의 벡터 단위로 번갈아 가면서 부호화하여 기반계층에 대한 부호화가 끝나면, 그 다음계층에 대한 부
가정보와 오디오데이타의 양자화값을 부호화하여, 비트스트림이 계층적 구조를 갖도록 부호화하는 비트분할 산술부호
화부; 및 상기 양자화부 및 비트분할 산술부호화부에서 만들어진 데이터를 모아서 비트스트림을 생성하는 비트스트림 
형성부를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비트율 조절이 가능한 스테레오 오디오 부호화 장치.
    

청구항 12.

제11항에 있어서, 상기 양자화 처리부는

시간의 영역의 입력 오디오 신호를 주파수 영역의 신호로 변환해 주는 시간/주파수 맵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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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주파수 맵핑에 의해 주파수 성분으로 변환된 입력 오디오 신호들을 적당한 대역(subband)의 신호들로 묶고 각 신
호들의 상호작용으로 인해 발생되는 마스킹현상을 이용하여 각 대역(subband)에서의 마스킹 문턱치(masking thres
hold)를 계산해 주는 심리음향부; 및

각 대역의 양자화 잡음을 마스킹 문턱치와 비교하면서 양자화를 해 주는 양자화부를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비트율 조
절이 가능한 스테레오 오디오 부호화장치.

청구항 13.

제12항에 있어서,

변환의 각 윈도우내에서 양자화 잡음의 시간적인 모양을 제어하기 위해 사용되는 시간영역 잡음 형상화(TNS, Tempo
ral Noise Shaping)부;

두 개의 채널 중 하나의 채널에 대한 scalefactor band 에 데한 양자화된 정보만을 부호화하고 나머지 채널은 scalefa
ctor 만을 전송하는 Intensity 스테레오 처리부;

현재 프레임의 주파수 계수의 값들을 예측하는 예측부; 및

왼쪽 채널의 신호와 오른쪽 채널의 신호를 각각 더한 신호와 뺀 신호로 변환한 후 이 신호를 처리하는 M/S 스테레오 처
리부를 더 구비함을 특징으로 하는 비트율 조절이 가능한 스테레오 오디오 부호화 장치.

청구항 14.

계층적 구조를 갖는 비트율 조절이 가능한 오디오 데이터를 복호화하는 방법에 있어서,

계층적 구조를 갖는 비트스트림에서 각 모듈에 필요한 데이터를 분석하는 분석단계;

상기 계층적 구조를 갖는 비트스트림이 만들어진 순서에 따라 적어도 스케일 팩터, 산술부호화 모델지수 및 양자화된 
데이터를 복호화하되, 상기 비트스트림을 구성하고 있는 비트들의 중요도를 분석하여 중요도가 높은 비트부터 중요도가 
낮은 비트로 내려가면서 채널별로 번갈아가며 상기 양자화된 데이터를 복호화하는 복호화단계 ; 및

상기 복호화된 스케일팩터 및 양자화된 데이터들을 사용하여 원래 크기의 신호로 복원하는 신호복원 단계;

상기 복원된 신호를 시간영역의 신호로 변환하는 변환단계를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비트율 조절이 가능한 스테레오 
오디오 복호화 방법.

청구항 15.

제14항에 있어서,

상기 비트스트림의 부호화 과정에서 M/S 스테레오 처리가 되었는지 검사하여, M/S 스테레오 처리가 되었으면, 왼쪽 
채널의 신호와 오른쪽 채널의 신호를 각각 더한 신호와 뺀 신호에서 원래의 신호로 변환해 주는 M/S 스테레오 처리단
계, 상기 비트스트림의 부호화 과정에서 예측 처리가 되었는지 검사하여, 예측처리가 되었으면, 현재 프레임의 주파수 
계수의 값들을 예측하는 예측단계;

상기 비트스트림의 부호화 과정에서 Intesity 스테레오 처리가 되었는지 검사하여, Intensity 스테레오 처리가 되었으
면, 두 개의 채널중 하나의 채널(왼쪽 채널)에 대한 scalefactor band에 대한 양자화된 정보만이 부호화되기 때문에 
나머지 채널(오른쪽 채널)에 대한 양자화된 정보를 왼쪽 채널의 값으로 복원해주는 Intensity 스테레오 처리단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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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비트스트림의 부호화 과정에서 시간영역 잡음 형상화 처리가 되었는지 검사하여, 시간영역 잡음 형상화 처리가 되
었으면, 변환의 각 윈도우내에서 양자화 잡음의 시간적인 모양을 제어하기 위해 사용되는 시간영역 잡음 형상화(TNS, 
Temporal Noise Shaping) 단계를 더 구비함을 특징으로 하는 비트율 조절이 가능한 스테레오 오디오 복호화 방법.

청구항 16.

제14항 또는 제15항에 있어서,

상기 양자화된 데이터가 부호(sign) 데이터와 부호 데이터로 이루어질 때, 양자화된 주파수 성분의 크기 값과 sign 비
트 순서에 따라 복호화하고 크기와 sign 비트를 결합하여 양자화된 주파수 성분을 복원함을 특징으로 하는 비트율 조절
이 가능한 스테레오 오디오 복호화 방법.

청구항 17.

제14항에 있어서, 상기 복호화단계는 중요도가 높은 최상위비트들부터 중요도가 낮은 최하위비트 순으로 복호화하고,

상기 복원단계는 상기 복호화된 비트 분할된 데이터를 결합하여 양자화된 주파수 성분 데이터로 복원함을 특징으로 하
는 비트율 조절이 가능한 스테레오 오디오 복호화 방법.

청구항 18.

제17항에 있어서, 복호화 단계의 데이터 복호화는

4차원 벡터 단위로 4개 샘플의 비트 분할 정보를 복호화함을 특징으로 하는 비트율 조절이 가능한 스테레오 오디오 복
호화 방법.

청구항 19.

제18항에 있어서, 상기 4차원 벡터 복호화는

비트분할된 해당 주파수 성분에 대해 '0'이 아닌 값이 부호화되었는지를 나타내는 이전상태에 따라 부호화된 2개의 서
브벡터를 산술복화하고, 각 샘플의 부호화 상태에 따라 복호화된 2개의 서브 벡터를 4차인 벡티로 복원함을 특정으로 
하는 오디오 복호화 방법.

청구항 20.

제16항에 있어서,

각 양자된 주파수 성분의 비트 분할된 데이터를 최상위 비트(MSB)부터 복호화해가면서 분할된 비트값이 '0' 이면 그
냥 지나치다가 처음으로 '1'이 나올 때 sign 값을 산술복호화한을 특징으로 하는 비트율 조절이 가능한 스테레오 오디
오 복호화 방법.

청구항 21.

제14항에 있어서, 상기 스케일 팩터 복호화는

비트스트림에서 먼저 scalefactor에 대한 최대값을 복호화하고, 각 양자화 대역의 scalefactor 의 차이 신호를 산술 복
호화한 후 최대값에서 차이 신호를 빼서 scalefactor를 복호화 함을 특징으로 하는 비트율 조절이 가능한 스테레오 오
디오 복호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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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22.

제14항에 있어서, 상기 스케일 팩터 복호화는

비트스트림으로부터 scalefactor 들에 대한 최대값을 복호화하는 단계;

상기 최대값과 복호화하고자하는 스케일펙터의 차를 맵핑한 값을 산술복호화하여, 상기 맵핑된 값으로부터 상기 차를 
역맵핑하여 상기 차를 얻는 단계; 및

상기 차를 최대값에서 빼서 첫번째 scalefactor를 구하고, 나머지 대역들의 scalefactor 들은 이전 scalefacotor 에서 
차를 빼서 scaleractor 를 구하는 단계로 이루어짐을 특징으로 비트율 조절이 가능한 스테레오 오디오 복호화 방법.

청구항 23.

제14항에 있어서, 상기 산술부호화 모델지수 복호화는

비트 스트림에서 먼저 산술부호화 모델 지수들에 대한 최소값을 복호화하고 각 계층의 부가 정보에서 각 산술부호화 모
델 지수의 차이 신호들을 복호화한 후, 최소값과 차이 신호를 더해서 산술부호화 모델 지수를 복호화 함을 특징으로 하
는 오디오 복호화 방법.

청구항 24.

계층적 구조를 갖는 비트율 조절이 가능한 오디오 데이터를 복호화하는 장치에 있어서,

계층적 구조를 갖는 비트스트림에서 각 모듈애 필요한 데이터를 분석하는 비트스트림 분석부;

상기 계층적 구조를 갖는 비트스트림이 만들어진 순서에 따라 적어도 스케일 팩터, 산술부호화 모델지수 및 양자화된 
데이터를 복호화하되, 상기 비트스트림을 구성하고 있는 비트들의 중요도를 분석하여 중요도가 높은 비트부터 중요도가 
낮은 비트로 내려가면서 채널별로 번갈아가며 상기 양자화된 데이터를 복호화하는 복호화부;

상기 복호화된 스케일팩터 및 양자화된 데이터들을 사용하여 원래 크기의 신호로 복원하는 신호복원부; 및

상기 복원된 신호를 시간영역의 신호로 변환하는 주파수/시간 맵핑부를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비트율 조절이 가능한 
스테레오 오디오 복호화 장치.

청구항 25.

제24항에 있어서,

비트스트림의 부호화 과정에서 M/S 스테레오 처리가 되었는지 검사하여, M/S 스테레오 처리가 되었으면, 왼쪽 채널의 
신호와 오른쪽 채널의 신호를 각각 더한 신호와 뺀 신호에서 원래의 신호로 변환해 주는 M/S 스테레오 처리부;

비트스트림의 부호화 과정에서 예측 처리가 되었는지 검사하여, 예측처리가 되었으면, 현재 프레임의 주파수 계수의 값
들을 예측하는 예측부;

비트스트림의 부호화 과정에서 Infesity 스테레오 처리가 되었는지 검사하여, Intensity 스테레오 처리가 되었으면, 두 
개의 채널중 하나의 채널(왼쪽 채널)에 대한 scalefactor band에 대한 양자화된 정보만이 부호화되기 때문에 나머지 
채널(오른쪽 채널)에 대한 양자화된 정보를 왼쪽 채널의 값으로 복원해주는 Intensity 스테레오 처리부;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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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비트스트림의 부호화 과정에서 시간영역 잡음 형상화 처리가 되었는지 검사하여, 시간영역 잡음 형상화 처리가 되
었으면, 변환의 각 윈도우내에서 양자화 잡음의 시간적인 모양을 제어하기 위해 사용되는 시간영역 잡음 형상화(TNS, 
Temporal Noise Shaping)부를 더 구비함을 특징으로 하는 비트율 조절이 가능한 스테레오 오디오 복호화 장치.

도면
도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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