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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발명의 명칭 공간 디코더 유닛 및 한 쌍의 바이노럴 출력 채널들을 생성하기 위한 방법

(57) 요 약
공간 디코더 유닛(23)은 하나 이상의 오디오 채널들(s; l; r)을 한 쌍의 바이노럴 출력 채널들(Ib, rb)로 변환하
기 위해 구성된다. 장치는 공간 파라미터들(sp)을 바이노럴 정보를 포함한 바이노럴 파라미터들(bp)로 변환하기
위한 파라미터 변환 유닛(234)을 포함한다. 장치는 바이노럴 파라미터들(bp)을 이용하면서 부가적으로 오디오 채
(뒷면에 계속)

대 표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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널들(L, R)을 한 쌍의 바이노럴 신호들(Lb, Rb)로 변환하기 위한 공간 합성 유닛(232)을 포함한다. 공간 합성
유닛(232)은 QMF 도메인과 같은 변환 도메인에서 동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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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세 서
청구범위
청구항 1
공간 파라미터들(sp) 및 2개의 오디오 입력 채널(l, r)을 이용하여 한 쌍의 바이노럴(binaural) 출력 채널들
(lb, rb)을 생성하기 위한 공간 디코더 유닛(23)에 있어서,
- 파라미터화된 지각 전달 함수들(perceptual transfer functions)(hp)을 이용하여 상기 공간 파라미터들(sp)
을 바이노럴 파라미터들(bp)로 변환하기 위한 파라미터 변환 유닛(234)으로서, 상기 바이노럴 파라미터들은 상
기 공간 파라미터들 및 상기 파라미터화된 지각 전달 함수들에 의존하는, 상기 파라미터 변환 유닛(234);
- 상기 2개의 오디오 입력 채널을 QMF 도메인의 변환된 오디오 입력 채널로 변환하기 위한 2개의 변환 유닛들:

로서 한 쌍의 변환된 바이노럴 채널들(Lb, Rb)을 합성하기 위한 공간 합성 유닛(232) - 여기서, 인덱스 k는 QMF
하이브리드 주파수 대역 인덱스를 나타내고 인덱스 m은 QMF 슬롯 시간 인덱스를 나타내고, 행렬(Hk)의 파라미터
들(hij)은 상기 바이노럴 파라미터들에 의해 결정되고 L[k,m] 및 R[k,m]은 QMF 변환된 오디오 입력 신호들임 -,

- 상기 한 쌍의 변환된 바이노럴 채널들(Lb, Rb)을 상기 한 쌍의 바이노럴 출력 채널들로 역변환하기 위한 한
쌍의 역변환 유닛들 - 여기서 상기 매트릭스(Hk)의 파라미터들은

에 의해 주어지고, 여기서
Hl(c) = P1(c)e
Hr(c) = Pr(c)e

+jφ(c)/2

-jφ(c)/2

; 및

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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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며,
여기서,
CLDl은 좌측 전방 채널 대 좌측 후방 채널에 대한 레벨 차이를 규정하는 공간 파라미터들의 파라미터이고;
CLDr는 우측 전방 채널 대 우측 후방 채널에 대한 레벨 차이를 규정하는 공간 파라미터들의 파라미터이고; 그리
고
Pl(c)는 중앙 채널로부터 좌측 바이노럴 채널을 위한 파라미터화된 지각 전달 함수의 주파수 대역 당 평균 전력
레벨이고;
Pr(c)는 상기 중앙 채널로부터 우측 바이노럴 채널을 위한 파라미터화된 지각 전달 함수의 주파수 대역 당 평균
전력 레벨이고;
Pl(lf)는 상기 좌측 전방 채널로부터 상기 좌측 바이노럴 채널을 위한 파라미터화된 지각 전달 함수의 주파수 대
역 당 평균 레벨이고;
Pl(rf)는 상기 우측 전방 채널로부터 상기 좌측 바이노럴 채널을 위한 파라미터화된 지각 전달 함수의 주파수 대
역 당 평균 레벨이고;
Pl(lr)는 상기 좌측 후방 채널로부터 상기 좌측 바이노럴 채널을 위한 파라미터화된 지각 전달 함수의 주파수 대
역 당 평균 레벨이고;
Pl(rr)는 상기 우측 후방 채널로부터 상기 좌측 바이노럴 채널을 위한 파라미터화된 지각 전달 함수의 주파수 대
역 당 평균 레벨이고;
Pr(lf)는 상기 좌측 전방 채널로부터 상기 우측 바이노럴 채널을 위한 파라미터화된 지각 전달 함수의 주파수 대
역 당 평균 레벨이고;
Pr(rf)는 상기 우측 전방 채널로부터 상기 우측 바이노럴 채널을 위한 파라미터화된 지각 전달 함수의 주파수 대
역 당 평균 레벨이고;
Pr(lr)는 상기 좌측 전방 채널로부터 상기 우측 바이노럴 채널을 위한 파라미터화된 지각 전달 함수의 주파수 대
역 당 평균 레벨이고;
Pr(rr)는 상기 우측 후방 채널로부터 상기 우측 바이노럴 채널을 위한 파라미터화된 지각 전달 함수의 주파수 대
역 당 평균 레벨이고;
φ(c)는 상기 중앙 채널로부터 상기 좌측 바이노럴 채널을 위한 파라미터화된 지각 전달 함수와 상기 우측 바이
노럴 채널을 위한 파라미터화된 지각 전달 함수 간의 주파수 대역 당 평균 위상 차이이고;
φ(lf)는 상기 좌측 바이노럴 채널을 위한 파라미터화된 지각 전달 함수와 상기 좌측 전방 채널로부터의 상기
우측 바이노럴 채널을 위한 파라미터화된 지각 전달 함수 간의 주파수 대역 당 평균 위상 차이이고;
φ(rf)는 상기 좌측 바이노럴 채널을 위한 파라미터화된 지각 전달 함수와 상기 우측 전방 채널로부터의 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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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측 바이노럴 채널을 위한 파라미터화된 지각 전달 함수 간의 주파수 대역 당 평균 위상 차이이고;
φ(lr)는 상기 좌측 바이노럴 채널을 위한 파라미터화된 지각 전달 함수와 상기 좌측 후방 채널로부터의 상기
우측 바이노럴 채널을 위한 파라미터화된 지각 전달 함수 간의 주파수 대역 당 평균 위상 차이이고;
φ(rr)는 상기 좌측 바이노럴 채널을 위한 파라미터화된 지각 전달 함수와 상기 우측 후방 채널로부터의 상기
우측 바이노럴 채널을 위한 파라미터화된 지각 전달 함수 간의 주파수 대역 당 평균 위상 차이이고;
m11, m21, m31, m12, m22, 및 m32는 5.1 MPEG 사라운드 디코더의 2 대 3 업믹스 유닛(two-to-three upmix unit)에
서와 같은 방식으로 상기 공간 파라미터들에 의존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공간 디코더 유닛.
청구항 2
공간 파라미터들(sp) 및 2개의 오디오 입력 채널(l, r)을 이용하여 한 쌍의 바이노럴(binaural) 출력 채널들
(lb, rb)을 생성하기 위한 방법에 있어서,
- 파라미터화된 지각 전달 함수들(perceptual transfer functions)(hp)을 이용하여 상기 공간 파라미터들(sp)
을 바이노럴 파라미터들(bp)로 변환하는 단계로서, 상기 바이노럴 파라미터들은 상기 공간 파라미터들 및 상기
파라미터화된 지각 전달 함수들에 의존하는, 상기 공간 파라미터들(sp)을 바이노럴 파라미터들(bp)로 변환하는
단계;
- 상기 2개의 오디오 입력 채널을 QMF 도메인의 변환된 오디오 입력 채널로 변환하는 단계:

로서 한 쌍의 변환된 바이노럴 채널들(Lb, Rb)을 합성하는 단계 - 여기서, 인덱스 k는 QMF 하이브리드 주파수
대역 인덱스를 나타내고 인덱스 m은 QMF 슬롯 시간 인덱스를 나타내고, 행렬(Hk)의 파라미터들(hij)은 상기 바이
노럴 파라미터들에 의해 결정되고 L[k,m] 및 R[k,m]은 QMF 변환된 오디오 입력 신호들임 -,
- 상기 한 쌍의 변환된 바이노럴 채널들(Lb, Rb)을 상기 한 쌍의 바이노럴 출력 채널들로 역변환하는 단계 - 여
기서 상기 매트릭스(Hk)의 파라미터들은

에 의해 주어지고, 여기서
Hl(c) = P1(c)e
Hr(c) = Pr(c)e

+jφ(c)/2

-jφ(c)/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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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및

이고

이며,
여기서,
CLDl은 좌측 전방 채널 대 좌측 후방 채널에 대한 레벨 차이를 규정하는 공간 파라미터들의 파라미터이고;
CLDr는 우측 전방 채널 대 우측 후방 채널에 대한 레벨 차이를 규정하는 공간 파라미터들의 파라미터이고; 그리
고
Pl(c)는 중앙 채널로부터 좌측 바이노럴 채널을 위한 파라미터화된 지각 전달 함수의 주파수 대역 당 평균 전력
레벨이고;
Pr(c)는 상기 중앙 채널로부터 우측 바이노럴 채널을 위한 파라미터화된 지각 전달 함수의 주파수 대역 당 평균
전력 레벨이고;
Pl(lf)는 상기 좌측 전방 채널로부터 상기 좌측 바이노럴 채널을 위한 파라미터화된 지각 전달 함수의 주파수 대
역 당 평균 레벨이고;
Pl(rf)는 상기 우측 전방 채널로부터 상기 좌측 바이노럴 채널을 위한 파라미터화된 지각 전달 함수의 주파수 대
역 당 평균 레벨이고;
Pl(lr)는 상기 좌측 후방 채널로부터 상기 좌측 바이노럴 채널을 위한 파라미터화된 지각 전달 함수의 주파수 대
역 당 평균 레벨이고;
Pl(rr)는 상기 우측 후방 채널로부터 상기 좌측 바이노럴 채널을 위한 파라미터화된 지각 전달 함수의 주파수 대
역 당 평균 레벨이고;
Pr(lf)는 상기 좌측 전방 채널로부터 상기 우측 바이노럴 채널을 위한 파라미터화된 지각 전달 함수의 주파수 대
역 당 평균 레벨이고;
Pr(rf)는 상기 우측 전방 채널로부터 상기 우측 바이노럴 채널을 위한 파라미터화된 지각 전달 함수의 주파수 대
역 당 평균 레벨이고;
Pr(lr)는 상기 좌측 전방 채널로부터 상기 우측 바이노럴 채널을 위한 파라미터화된 지각 전달 함수의 주파수 대
역 당 평균 레벨이고;
Pr(rr)는 상기 우측 후방 채널로부터 상기 우측 바이노럴 채널을 위한 파라미터화된 지각 전달 함수의 주파수 대
역 당 평균 레벨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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φ(c)는 상기 중앙 채널로부터 상기 좌측 바이노럴 채널을 위한 파라미터화된 지각 전달 함수와 상기 우측 바이
노럴 채널을 위한 파라미터화된 지각 전달 함수 간의 주파수 대역 당 평균 위상 차이이고;
φ(lf)는 상기 좌측 바이노럴 채널을 위한 파라미터화된 지각 전달 함수와 상기 좌측 전방 채널로부터의 상기
우측 바이노럴 채널을 위한 파라미터화된 지각 전달 함수 간의 주파수 대역 당 평균 위상 차이이고;
φ(rf)는 상기 좌측 바이노럴 채널을 위한 파라미터화된 지각 전달 함수와 상기 우측 전방 채널로부터의 상기
우측 바이노럴 채널을 위한 파라미터화된 지각 전달 함수 간의 주파수 대역 당 평균 위상 차이이고;
φ(lr)는 상기 좌측 바이노럴 채널을 위한 파라미터화된 지각 전달 함수와 상기 좌측 후방 채널로부터의 상기
우측 바이노럴 채널을 위한 파라미터화된 지각 전달 함수 간의 주파수 대역 당 평균 위상 차이이고;
φ(rr)는 상기 좌측 바이노럴 채널을 위한 파라미터화된 지각 전달 함수와 상기 우측 후방 채널로부터의 상기
우측 바이노럴 채널을 위한 파라미터화된 지각 전달 함수 간의 주파수 대역 당 평균 위상 차이이고;
m11, m21, m31, m12, m22, 및 m32는 5.1 MPEG 사라운드 디코더의 2 대 3 업믹스 유닛(two-to-three upmix unit)에
서와 같은 방식으로 상기 공간 파라미터들에 의존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한 쌍의 바이노럴 출력 채널들을 생
성하기 위한 방법.

발명의 설명
기 술 분 야
[0001]

본 발명은 오디오 코딩에 관한 것이다. 보다 특히, 본 발명은 오디오 입력 신호를 바이노럴 출력 신호로 변환하
기 위한 장치 및 방법에 관한 것이며, 여기서 입력 신호는 적어도 하나의 오디오 채널 및 부가 채널들을 나타내
는 파라미터들을 포함한다.

배 경 기 술
[0002]

바이노럴(binaural) 오디오 신호들, 즉 인간의 귀가 민감하게 반응하는 특정 방향성 정보를 포함하는 오디오 신
호들을 기록 및 재생하는 것이 잘 알려져 있다. 바이노럴 기록들은 일반적으로 인형 사람 머리에 장착된 두 개
의 마이크로폰들을 사용하여 이루어지며, 따라서 기록된 사운드는 인간 귀에 의해 캡쳐된 사운드에 대응하고 머
리 및 귀의 형태로 인한 임의의 영향들을 포함한다. 바이노럴 기록들은 바이노럴 기록의 재생이 헤드셋을 요구
한다는 점에서 스테레오(즉, 입체음향) 기록들과 상이하지만, 반면 스테레오 기록은 라우드스피커들에 의한 재
생을 위해 이루어진다. 바이노럴 기록이 단지 두 개의 채널들만을 이용하여 모든 공간 정보의 재생을 허용하는
반면, 스테레오 기록은 동일한 공간 지각을 제공하지 않을 것이다.

[0003]

정규의 이중 채널(입체 음향) 또는 다중 채널(예로서, 5.1) 기록들은 지각 전달 함수들의 세트로 각각의 정규
신호를 컨벌빙(convolving)함으로써 바이노럴 기록들로 변환될 수 있다. 그러한 지각 전달 함수들은 인간 머리,
및 가능하게는 다른 대상들의 영향을 신호상에 모델링한다. 잘 알려진 유형의 지각 전달 함수는 소위 머리 전달
함수(Head-Related Transfer Function; HRTF)이다. 또한 벽들, 천장, 및 방 바닥에 의해 야기되는 반사들을 고
려하는, 대안적 유형의 지각 전달 함수는 바이노럴 룸 임펄스 응답(Binaural

Room Impulse Response; BRIR)이

다.
[0004]

다중 채널 신호들의 경우에, 지각 함수들의 세트로 신호들을 바이노럴 기록 신호들로 변환하는 것은 모든 채널
들의 신호들을 갖는 지각 함수들의 컨볼루션(convolution)을 수반한다. 통상적인 컨볼루션이 계산적으로 요구하
기 때문에, 신호들 및 HRTF는 통상적으로 컨볼루션이 계산적으로 훨씬 적게 요구하는 곱셈으로 대체되는 주파수
(푸리에) 도메인으로 변환된다.

[0005]

원 채널들 간의 관계들을 나타내는 보다 작은 수의 채널들 및 파라미터들에 의해 채널들의 원래 수를 나타냄으
로써 전송되거나 또는 저장될 오디오 채널들의 수를 감소시키는 것이 더 잘 알려져 있다. 따라서, 스테레오 신
호들의 세트는 단일 (모노) 채널 더하기 다수의 연관된 공간 파라미터들에 의해 나타내어질 수 있으며, 반면
5.1 신호들의 세트는 두 개의 채널들 및 연관된 공간 채널들의 세트, 또는 심지어 단일 채널 더하기 연관된 공
간

파라미터들에

의해

표현될

수

있다.

공간

인코더들에서

이러한

다중

오디오

채널들의

"다운믹싱

(downmixing)", 및 공간 디코더들에서 오디오 신호들의 대응하는 "업믹싱(upmixing)"은 통상적으로 변환 도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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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서브밴드 도메인, 예를 들면 QMF(Quadrature Mirror Filter) 도메인에서 실행된다.
[0006]

특허 상호 조약 특허 출원번호 제WO2004/028204호는 머리 전달 함수들을 이용하여 바이노럴 신호들을 생성하는
시스템을 개시한다. 2005년 5월 28일, 뉴욕 음향 엔지니어링 협회 학술 논문의 Herre 등의, 문서 "The
Reference Model Architecture for MPEG Spatial Audio Coding"; XP009059973은 MPEG 참조 모델 구조를 개시한
다; 2004년 5월 8일 AES 학술에서 제공된 논문들의 견본 인쇄 페이지 1 내지 12, Endegard 등의 문서
"Synthetic Ambiance in Parametric Stereo Coding", XP008048096은 파라메트릭 스테레오 코딩의 예를 개시하
며, 2004년 5월 8일, 음향 엔지니어링 협회, 학술 견본 인쇄, Herre 등의 문서 "MP3 Surround: Efficient and
Compatible Coding of Multi-Channel Audio"; XP002338414는 MP3 서라운드 인코딩의 예들을 개시한다.

[0007]

다운믹싱된 입력 채널들이 바이노럴 출력 채널들로 변환되는 경우, 종래의 방식은 먼저 업믹싱된 중간 채널들을
생성하기 위해 공간 디코더를 이용하여 입력 채널들을 업믹싱하고, 그 후 이들 업믹싱된 중간 채널들을 바이노
럴 채널들로 변환하는 것이다. 이러한 절차는 통상적으로 5 또는 6개의 중간 채널들을 생성하며, 이것은 그 후
두 개의 바이노럴 채널들로 감소되어야 한다. 먼저 채널들의 수를 확장하고 그 후 감소시키는 것은 확실히 효율
적이지 않으며 계산 복잡도를 증가시킨다. 또한, 다중 채널 라우드스피커 재생이 되는 5 또는 6개의 중간 채널
들을 단지 바이노럴 재생이 되는 2개의 채널들로 감소시키는 것은 필연적으로 아티팩트들을 도입하고 따라서 사
운드 품질을 감소시킨다.

[0008]

상기 참조된 QMF 도메인은 동일하지는 않지만 주파수 (푸리에 변환) 도메인과 유사하다. 공간 디코더가 바이노
럴 출력 신호들을 생성한다면, 다운믹싱된 오디오 신호들은 먼저 업믹싱을 위해 QMF 도메인으로 변환되어야 하
며, 그 후 시간 도메인 중간 신호들을 생성하기 위해 역으로 QMF 변환되며, 후속하여 (푸리에 변환된) HRTF와
곱셈을 위해 주파수 도메인으로 변환되며, 마지막으로 시간 도메인 출력 신호들을 생성하기 위해 역으로 변환된
다. 이러한 절차는 여러 변환들이 연속하여 수행되어야 하므로, 효율적이지 않음이 명백하다.

[0009]

이러한 종래 기술 방식에 수반된 계산들의 수는 다운믹싱된 오디오 신호들로부터 바이노럴 출력 신호들을 생성
할 수 있는, 이동 MP3 플레이어와 같은 핸드헬드 소비자 장치를 설계하는 것을 매우 어렵게 만들 것이다. 비록
그러한 장치가 구현될 수 있을지라도, 그것의 배터리 수명은 요구되는 계산 부하로 인하여 매우 짧을 것이다.

발명의 내용
[0010]

본 발명의 목적은 종래 기술의 이들 및 다른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공간 파라미터들의 연관된 세트 및 하나 이
상의 오디오 입력 채널들로 표현되는 다운믹싱된 오디오 채널들의 세트로부터 한 쌍의 바이노럴 출력 채널들을
생성할 수 있는 공간 디코더 유닛을 제공하며, 여기서 디코더는 증가된 효율성을 갖는다.

[0011]

따라서, 본 발명은 공간 파라미터들 및 하나 이상의 오디오 입력 채널들을 이용하여 한 쌍의 바이노럴 출력 채
널들을 생성하기 위한 공간 디코더 유닛을 제공하고, 상기 장치는 파라미터화된 지각 전달 함수들을 이용하여
공간 파라미터들을 바이노럴 파라미터들로 변환하기 위한 파라미터 변환 유닛으로서, 상기 바이노럴 파라미터들
은 공간 파라미터들 및 파라미터화된 지각 전달 함수들 모두에 종속하는, 상기 파라미터 변환 유닛; 상기 단일
오디오 입력 채널을 변환된 오디오 채널로 변환하기 위한 단일 변환 유닛; 변환된 역상관된 신호를 생성하기 위
해 변환된 오디오 채널을 역상관하는 역상관 유닛; 및 바이노럴 파라미터들을 변환된 오디오 채널(S) 및 변환된
역상관된 신호에 인가함으로써 한 쌍의 변환된 바이노럴 채널들을 합성하기 위한 공간 합성 유닛; 및 변환된 바
이노럴 채널들을 한 쌍의 바이노럴 출력 채널들로 역변환하기 위한 한 쌍의 역변환 유닛들을 포함한다.

[0012]

공간 파라미터들을 바이노럴 파라미터들로 변환함으로써, 공간 합성 유닛은 부가적인 바이노럴 합성 유닛을 요
구하지 않고, 한 쌍의 바이노럴 채널들을 직접 합성할 수 있다. 불필요한 중간 신호들이 생성되지 않기 때문에,
아티팩트들의 도입이 실제로 제거되면서 계산 요구사항들은 감소된다.

[0013]

본 발명의 공간 디코더 유닛에서, 바이노럴 채널들의 합성은 주파수 도메인으로의 변환 및 다음의 시간 도메인
으로의 역변환의 부가 단계들을 요구하지 않고, 변환 도메인, 예를 들면, QMF 도메인에서 실행될 수 있다. 두
개의 변환 단계들이 생략될 수 있기 때문에, 계산들의 수 및 메모리 요건들 모두가 상당히 감소된다. 그러므로,
본 발명의 공간 디코더 유닛은 이동 소비자 장치에서 비교적 쉽게 구현될 수 있다.

[0014]

더욱이, 본 발명의 공간 디코더 유닛에서, 바이노럴 채널들은 다운믹싱된 채널들로부터 직접 생성되며, 각각의
바이노럴 채널은 헤드셋 또는 유사 장치를 이용하여 바이노럴 재생을 위한 바이노럴 신호들을 포함한다. 파라미
터 변환 유닛은 공간(즉, 업믹싱) 파라미터들로부터 바이노럴 채널들을 생성하기 위해 사용된 바이노럴 파라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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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들을 유도한다. 이러한 바이노럴 파라미터들의 유도는 HRTF들(Head-Related Transfer Functions) 및/또는 바
이노럴 룸 임펄스 응답들(BRIRs)과 같은 파라미터화된 지각 전달 함수들을 수반한다. 그러므로, 본 발명에 따르
면, 지각 전달 함수들의 처리는 파라미터 도메인에서 수행되는 반면, 종래 기술에서 이러한 처리는 시간 도메인
또는 주파수 도메인에서 실행되었다. 이것은 파라미터 도메인에서의 해결책이 시간 도메인 또는 주파수 도메인
에서의 해결책보다 통상적으로 적기 때문에 계산 복잡도의 추가적인 감소를 가져올 수 있다.
[0015]

파라미터 변환 유닛은 바이노럴 파라미터들을 결정하기 위해, 파라미터 도메인에서, 입력 (다운 믹싱) 오디오
채널들이 바이노럴 채널들로 만들어지는 모든 지각 전달 함수 기여들을 결합하기 위해 구성되는 것이 바람직하
다. 달리 말하면, 공간 파라미터들 및 파라미터화된 지각 전달 함수들은 결합된 파라미터들이 업믹싱된 중간 신
호들을 수반하는 종래 기술의 방법에서 획득된 것과 유사한 통계적 특성들을 갖는 바이노럴 출력 신호를 야기하
는 방식으로 결합된다.

[0016]

바람직한 실시예에서, 본 발명의 공간 디코더 유닛은 오디오 입력 채널들을 변환된 오디오 입력 채널들로 변환
하기 위한 하나 이상의 변환 유닛들, 및 한 쌍의 변환된 바이노럴 채널들을 한 쌍의 바이노럴 출력 채널들로 역
변환하기 위한 한 쌍의 역변환 유닛들을 더 포함하며, 여기서 공간 합성 유닛은 변환 도메인, 또는 서브 밴드
도메인, 바람직하게는 QMF 도메인에서 동작하도록 구성된다.

[0017]

본 발명의 공간 디코더 유닛은 두 개의 변환 유닛들을 포함할 수 있으며, 파라미터 변환 유닛은 단지 세 개의
채널들을 포함한 지각 전달 함수 파라미터들을 이용하도록 구성되고, 이들 세 개의 채널들 중 두 개의 채널은
합성의

전방

및

후방

채널들의

기여들을

포함한다.

그러한

실시예에서,

파라미터

변환

유닛은

채널

레벨(예로서, CLD), 채널 일관성(예로서, ICC), 채널 예측(예로서, CPC), 및/또는 위상(예로서, IPD) 파라미터
들을 처리하기 위해 구성될 수 있다.
[0018]

본 발명의 공간 디코더 유닛은 단일 변환 유닛만을 포함할 수 있으며, 단일 변환 유닛에 의해 변환된 단일 채널
출력을 역상관시키기 위해 역상관 유닛을 더 포함한다. 그러한 실시예에서, 파라미터 변환 유닛은 채널 레벨(예
로서, CLD), 채널 일관성(예로서, ICC), 및/또는 위상(예로서, IPD) 파라미터들을 처리하기 위해 구성될 수 있
다.

[0019]

본 발명의 공간 디코더 유닛은 스테레오 반향 유닛(stereo reverberation unit)을 부가적으로 포함할 수 있다.
그러한 스테레오 반향 유닛은 변환 도메인 또는 서브 밴드(예로서, QMF) 도메인에서 또는 시간 도메인에서 동작
하도록 구성될 수 있다.

[0020]

본 발명은 또한 입력 비트스트림으로부터 한 쌍의 바이노럴 출력 채널들을 생성하기 위해 공간 디코더 장치를
제공하며, 장치는 입력 비트스트림을 단일 다운믹스 채널 및 신호 파라미터들로 역다중화하기 위한 역다중화기
유닛, 단일 다운믹스 채널을 디코딩하기 위한 다운믹스 디코더 유닛, 및 공간 파라미터들 및 단일 다운믹스 채
널을 이용하여 한 쌍의 바이노럴 출력 채널들을 생성하기 위한 공간 디코더 유닛을 포함한다.

[0021]

또한, 본 발명은 상기 정의된 공간 디코더 유닛 및/또는 공간 디코더 장치를 포함하는 소비자 장치 및 오디오
시스템을 제공한다. 본 발명은 또한 공간 파라미터들 및 단일 오디오 입력 채널들을 이용하여 한 쌍의 바이노럴
출력 채널들을 생성하는 방법을 제공하며, 상기 방법은 파라미터화된 지각 전달 함수들을 이용하여 공간 파라미
터들을 바이노럴 파라미터들로 변환하는 단계로서, 상기 바이노럴 파라미터들은 공간 파라미터들 및 파라미터화
된 지각 전달 함수들 모두에 종속하는, 상기 변환 단계; 단일 오디오 입력 채널을 변환된 오디오 채널로 변환하
는 단계; 변환된 역상관된 신호를 생성하기 위해 변환된 오디오 채널을 역상관시키는 단계; 미 바이노럴 파라미
터들을 변환된 오디오 채널(S) 및 변환된 역상관된 신호로 인가함으로써 한 쌍의 변환된 바이노럴 채널들을 합
성하는 단계 및 변환된 바이노럴 채널들을 한 쌍의 바이노럴 출력 채널들로 역변환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본 발
명에 따른 방법의 다른 양상들이 이하의 상세한 설명으로부터 명백해질 것이다.

[0022]

또한, 본 발명은 상기 정의된 공간 디코더 유닛 및/또는 공간 디코더 장치를 포함하는 소비자 장치 및 오디오
시스템을 제공한다. 본 발명은 또한 공간 파라미터들 및 하나 이상의 오디오 입력 채널들을 이용하여 한 쌍의
바이노럴 출력 채널들을 생성하는 방법을 제공하며, 상기 방법은 파라미터화된 지각 전달 함수들을 이용하여 공
간 파라미터들을 바이노럴 파라미터들로 변환하는 단계, 바이노럴 파라미터들 및 오디오 채널들을 이용하여 한
쌍의 바이노럴 채널들을 합성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본 발명에 따른 방법의 다른 양상들이 이하의 상세한 설명
으로부터 명백해질 것이다.

[0023]

본 발명은 상기 정의된 방법을 실행하기 위한 컴퓨터 프로그램 제품을 부가적으로 제공한다. 컴퓨터 프로그램
제품은 CD 또는 DVD와 같은 데이터 캐리어에 저장된 컴퓨터 실행가능한 명령들의 세트를 포함할 수 있다. 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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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밍가능한 컴퓨터가 상기 정의된 방법을 실행하도록 허용하는, 컴퓨터 실행가능한 명령들의 세트는 또한 예
로서 인터넷을 통해 원격 서버로부터 다운로딩하기 위해 이용할 수 있다.
[0024]

본 발명은 첨부된 도면들에 예시된 대표적인 실시예들을 참조하여 이하에 추가로 설명될 것이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0025]

도 1은 종래 기술에 따른 머리 전달 함수들의 애플리케이션을 개략적으로 도시한 도면.
도 2는 종래 기술에 따른 공간 오디오 인코더 장치를 개략적으로 도시한 도면.
도 3은 바이노럴 합성 장치에 결합된 종래 기술에 따른 공간 오디오 디코더 장치를 개략적으로 도시한 도면.
도 4는 종래 기술에 따른 공간 오디오 디코더 유닛을 개략적으로 도시한 도면.
도 5는 공간 오디오 디코더 유닛의 예를 개략적으로 도시한 도면.
도 6은 본 발명에 따른 공간 오디오 디코더 장치를 개략적으로 도시한 도면.
도 7은 변환 도메인 반향 유닛이 제공된, 도 5의 공간 오디오 디코더 유닛을 개략적으로 도시한 도면.
도 8은 시간 도메인 반향 유닛이 제공된, 도 5의 공간 오디오 디코더 유닛을 개략적으로 도시한 도면.
도 9는 본 발명에 따른 공간 오디오 디코더 장치가 제공된 소비자 장치를 개략적으로 도시한 도면.
[실시예]
종래 기술에 따른, 머리 전달 함수들(HRTF들)과 같은, 지각 전달 함수들의 애플리케이션이 도 1에 개략적으로
도시된다. 바이노럴 합성 장치(3)는 6개의 HRTF 유닛들(31)을 포함하도록 도시되며, 각각은 입력 채널 및 출력
채널의 특정 조합을 위해 전달 함수를 포함한다. 도시된 예에서, 채널들 1(좌), c(중앙), 및 r(우)에 대응할 수
있는 세 개의 오디오 입력 채널들(ch1, ch2, 및 ch3)이 존재한다. 제 1 채널(ch1)은 각각 HRTF(1,L) 및
HRTF(1,R)를 포함하는 두 개의 HRTF 유닛들(31)에 공급된다. 이러한 예에서, HRTF(1,L)은 좌측 바이노럴 신호에
대한 제 1 채널의 기여를 결정하는 머리 전달 함수이다.
이 기술 분야의 숙련자들은 정규 (스테레오) 기록들 및 바이노럴 기록들 모두를 만들고, 정규 기록에 대한 바이
노럴 기록의 형상을 나타내는 전달 함수를 유도함으로써 결정될 수 있다. 바이노럴 기록들은 인형의 사람 머리
에 장착된 두 개의 마이크로폰들을 이용하여 만들어지며, 따라서 기록된 사운드는 사람 귀에 의해 캡쳐된 사운
드에 대응하고 머리 및 귀의 형태, 심지어 머리카락 및 어깨들의 존재로 인한 임의의 영향들을 포함한다.
HRTF 처리가 시간 도메인에서 일어난다면, HRTF들은 채널들의 (시간 도메인) 오디오 신호들로 컨벌빙된다. 그러
나, 일반적으로 HRTF들은 주파수 도메인으로 변환되며, 그 결과적인 전달 함수들 및 오디오 신호들의 주파수 스
펙트럼들은 그 후 곱하여진다(푸리에 변환 유닛들 및 역 푸리에 변환 유닛들은 도 1에 도시되지 않음). 시간 프
레임을 오버랩시키는 것을 수반하는 적합한 오버랩 및 부가(Overlap-and Add; OLA) 기술이 빠른 푸리에 변환
(FFT) 프레임들보다 긴 길이를 갖는 HRTF들을 수용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다.
적절한 HRTF 유닛(31)에 의한 HRTF 처리 후, 그 결과적인 좌측 및 우측 신호들은 (시간 도메인) 좌측 바이노럴
신호(lb) 및 우측 바이노럴 신호(rb)를 산출하기 위해 각각의 가산기(32)에 의해 가산된다.
도 1의 대표적인 종래 기술의 바이노럴 합성 장치(3)는 세 개의 입력 채널들을 갖는다. 현대의 오디오 시스템들
은 종종 소위 5.1 시스템들에서의 경우와 같이, 5 또는 6개의 채널들을 갖는다. 그러나, 전달 및/또는 저장될
데이터의 양을 감소시키기 위해, 다수의 오디오 채널들은 일반적으로 하나 또는 두 개의 채널들로 감소된다("다
운믹싱된다"). 원 채널들의 특성들 및 상호 관계들을 나타내는 다수의 신호 파라미터들은 채널들의 원래 수로
하나 또는 두 개 채널들의 확장("업믹싱")을 허용한다. 종래 기술에 따른 대표적인 공간 인코더 장치(1)가 도 2
에 개략적으로 예시된다.
공간 인코더 장치(1)는 공간

인코딩(SE) 유닛(11), 다운믹스 인코딩(DE) 유닛(12), 및 다중화기(Mux)(13)를 포

함한다. 공간 인코딩 유닛(11)은 다섯 개의 오디오 입력 채널들(lf(좌측 전방), lr(좌측 후방), rf(우측 전방),
rr(우측 후방), 및 c(중앙))을 수신한다. 공간 인코딩 유닛(11)은 신호 파라미터들(sp)(공간 인코딩 유닛(11)은
두 개의 채널들(l 및 r) 대신에 단일 채널을 생성할 수 있다)분만 아니라, 두 개의 채널들 (l(좌측) 및 r(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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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을 생성하기 위해 5개의 입력 채널들을 다운믹싱한다. 5개의 채널들이 두 개의 채널들(소위 5-2-5 구성)로
다운믹싱되는, 도시된 실시예에서, 단일 파라미터들(sp)이 예로서 다음을 구성할 수 있다.

"lfe"는 선택적인 저 주파수(서브-우퍼) 채널이며, "후방(rear)" 채널들은 또한 "서라운드" 채널들로 알려져 있
음을 주의한다.
공간 인코딩 유닛(11)에 의해 생성된 두 개의 다운믹스 채널들(l 및 r)은 다운믹스 인코딩(DE) 유닛(12)으로 공
급되며, 이것은 일반적으로 데이터의 양을 감소시킬 목적의 코딩의 유형을 이용한다. 따라서, 인코딩된 다운믹
스 채널들(l 및 r), 및 신호 파라미터들(sp)은 출력 비트스트림(bs)을 생성하기 위해 다중화기 유닛(13)에 의해
다중화된다.
대안적 실시예(미도시)에서, 5(또는 6)개의 채널들은 단일(모노) 채널(소위 5-1-5 구성)로 다운믹싱되며, 신호
파라미터들(sp)은 예를 들면 다음을 포함할 수 있다.

이러한 대안적 실시예에서, 인코딩된 다운 믹스 채널(s), 뿐만 아니라 신호 파라미터(sp)는 또한 출력 비트스트
림(bs)을 생성하기 위해 다중화기 유닛(13)에 의해 다중화된다.
이러한 비트스트림(bs)이 한 쌍의 바이노럴 채널들을 생성하기 위해 사용되는 것이라면, 종래 기술의 방식은 5
또는 6개의 원 채널들을 생성하기 위해 두 개의 다운 믹스 채널들(l 및 r)(또는 대안적으로, 단일 다운믹스 채
널)을 우선 업믹싱할 것이고, 그 후 이들 5 또는 6개의 채널들을 두 개의 바이노럴 채널들로 변환한다. 이러한
종래 기술의 방식의 예가 도 3에 도시된다.
종래 기술에 따른 공간 디코더 장치(2')는 역다중화기(Demux) 유닛(21'), 다운믹스 디코딩 유닛(22'), 및 공간
디코더 유닛(23')을 포함한다. 바이노럴 합성 장치(3)는 공간 디코더 장치(2')의 공간 디코더 유닛(23')에 결합
된다.
역다중화기 유닛(21')은 도 2의 비트스트림(bs)과 동일할 수 있는, 비트스트림(bs)을 수신하고, 신호 파라미터
들(sp) 및 두 개의 인코딩된 다운믹스 채널들을 출력한다. 신호 파라미터들(sp)이 공간 디코더 유닛(23')에 전
송되는 반면, 인코딩된 다운믹스 채널들은 먼저 디코딩된 다운믹스 채널들(l 및 r)을 생성하기 위해 다운믹스
디코딩 유닛(22')에 의해 디코딩된다. 공간 디코더 유닛(23')은 본질적으로 도 2에서의 공간 인코딩 유닛(11)의
역동작들을 실행하고, 5개의 오디오 채널들을 출력한다. 이들 5개의 오디오 채널들은 바이노럴 장치(3)에 공급
되며, 이것은 도 3의 장치와 유사한 구조를 가질 수 있지만, 모든 5개의 채널들을 수용하기 위해 부가적인 HRTF
유닛들(31)을 가진다. 도 1에 도시된 바와 같이, 바이노럴 합성 장치(3)는 두 개의 바이노럴 채널들(lb(좌측 바
이노럴) 및 rb(우측 바이노럴))을 출력한다.
종래 기술의 공간 디코더 유닛(23')의 대표적인 구조는 도 4에 도시된다. 도 4의 유닛(23')은 2-대-3 업믹스 유
닛(230'), 3개의 공간 합성(SS) 유닛들(232'), 및 3개의 역상관(D) 유닛들(239')을 포함한다. 2-대-3 업믹스
유닛(230')은 다운믹스 채널들(l&r) 및 신호 파라미터들(sp)을 수신하고 3개의 채널들(l,r, 및 ce)을 생성한다.
이들 채널들의 각각은 각각의 채널의 역상관된 버전을 생성하는 역상관기 유닛(239')에 공급된다. 각각의 채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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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r, 및 ce), 그 각각의 역상관된 버전, 및 연관된 신호 파라미터들(sp)은 각각의 공간 합성(또는 업믹스) 유
닛(232')에 공급된다. 채널(l)을 수신하는 공간 합성 유닛(232')은 예를 들면 출력 채널들(lf(좌측 전방) 및
lr(좌측 후방))을 출력한다. 공간 합성 유닛들(232')은 일반적으로 매트릭스 행렬의 곱을 수행하며, 행렬의 파
라미터들은 신호 파라미터들(sp)에 의해 결정된다.
도 4의 예에서, 6개의 출력 채널들이 생성됨을 주의한다. 몇몇 실시예들에 있어서, 제 3 역상관 유닛(239') 및
제 3 공간 합성 유닛(232')은 생략될 수 있으며, 따라서 단지 5개의 출력 채널들만을 생성할 수 있다. 그러나,
모든 실시예들에서, 종래 기술의 공간 합성 유닛(23')은 2개 이상의 출력 채널들을 생성할 것이다. 임의의
(QMF) 변환 유닛들은 예시를 분명하게 하기 위해 도 4의 단순히 예시적인 예로부터 생략될 수 있음을 또한 주의
한다. 실제 예들에서, 공간 디코딩은 QMF 도메인과 같은 변환 도메인에서 수행될 것이다.
도 3의 구성은 효율적이지 않다. 공간 디코더 장치(2')는 2개의 다운믹스 채널들(l 및 r)을 5개의 업믹싱된 (중
간) 채널들로 변환하지만, 바이노럴 합성 장치(3)는 그 후 5개의 업믹싱된 채널들을 2개의 바이노럴 채널들로
감소시킨다. 또한, 공간 디코더 유닛(23')에서 업믹싱은 일반적으로 QMF(Quadrature Mirror Filter) 도메인과
같은 서브밴드 도메인에서 실행된다. 그러나, 바이노럴 합성 장치(3)는 일반적으로 주파수(즉, 푸리에 변환) 도
메인에서 신호들을 처리한다. 이들 두 개의 도메인들이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공간 디코더 장치(2')는 먼저 다
운믹스 채널들의 신호들을 QMF 도메인으로 변환하고, 변환된 신호들을 처리한 후, 업믹싱된 신호들을 시간 도메
인으로 되돌려 변환한다. 이어서, 바이노럴 합성 장치(3)는 모든(현재 예에서 5개) 이들 업믹싱된 신호들을 주
파수 도메인으로 변환하고, 변환된 신호들을 처리한 후, 바이노럴 신호들을 시간 도메인으로 되돌려 변환한다.
수반된 계산 노력이 상당하며, 보다 효율적인 신호 처리, 특히 이러한 처리가 핸드헬드 장치에서 실행될 경우
요구된다는 것이 명백할 것이다.
본 발명은 공간 디코더 장치에 바이노럴 합성 장치를 통합하고 파라미터에서 바이노럴 처리를 효과적으로 실행
함으로써 훨씬 더 효율적인 처리를 제공한다. 공간 디코더 유닛의 예가 도 5에 개략적으로 예시되지만, 본 발명
에 따른 조합된 공간 및 바이노럴 디코더 장치(간결함을 위해 공간 디코더 장치로 불리우는)가 도 6에
예시된다.
도 5에 도시된 공간 디코더 유닛(23)은 변환 유닛들(231), 공간 합성 (SS) 유닛(232), 역변환 유닛들(233), 파
라미터 변환 (PC) 유닛(234) 및 메모리(Mem) 유닛(235)을 포함한다. 도 5의 대표적인 예에서, 공간 디코더 유닛
(23)은 2개의 변환 유닛들(231)을 포함하지만, 다른 예들에서, 단지 단일 변환 유닛(231)(도 6에서와 같이), 또
는 2 이상의 변환 유닛들(231)이 다운믹스 채널들의 수에 종속하여 존재할 수 있다.
변환 유닛들(231) 각각은 다운 믹스 채널 l 및 r을 각각 수신한다(도 3에 보여지는 바와 같이). 각각의 변환 유
닛(231)은 각각의 채널(의 신호)을 적합한 변환 또는 서브밴드 도메인으로, 본 예서는 QMF 도메인으로 변환하도
록 구성된다. QMF 변환된 채널들(L 및 R)은 바람직하게는 변환 도메인 바이노럴 채널들(Lb 및 Rb)을 생성하기
위해 채널들(L 및 R)에 매트릭스 동작을 실행하는 공간 합성 유닛(232)에 공급된다. 역변환 유닛들(233)은 본
발명의 예의 역 QMF 변환에서, 바이노럴 시간 도메인 채널들(lb 및 rb)를 생성하기 위해 역변환을 실행한다.
공간 합성 유닛(232)은 도 4의 종래 기술의 공간 합성 유닛(232')과 유사하거나 또는 동일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유닛에 의해 사용된 파라미터들은 종래 기술에 사용된 것과 상이하다. 보다 특히, 파라미터 변환 유닛
(234)은 메모리 유닛(235)에 저장된 HRTF 파라미터들(hp)을 이용하여 종래의 공간 파라미터들(sp)을 바이노럴
파라미터들(bp)로 변환한다. 이들 HRTF 파라미터들(hp)은 다음을 포함할 수 있다.
- 방위각(수평 평면의 각), 고도(수직 평면의 각), 및 거리의 함수로서 좌측 전달 함수를 위한 주파수 대역 당
평균 레벨,
- 방위각, 고도, 및 거리의 함수로서 우측 전달 함수를 위한 주파수 대역 당 평균 레벨, 및
- 방위각, 고도, 및 거리의 함수로서 주파수 대역 당 평균 위상 또는 시간 차.
또한, 다음 파라미터들이 포함될 수 있다.
- 방위각, 고도, 및 거리의 함수로서 HRTF 주파수 대역 당 좌측 및 우측 전달 함수들의 코히어런스 측정치
(coherence measure), 및/또는
- 방위각, 고도, 및 거리의 함수로서 좌측 및 우측 전달 함수들에 대한 절대적 위상 및/또는 시간 파라미터들.
실제 사용된 HRTF 파라미터들은 특정 실시예들에 종속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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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 합성 유닛(232)은 다음의 공식을 이용하여 바이노럴 채널들(Lb 및 Rb)을 결정할 수 있다.

여기서, 인덱스 k는 QMF 하이브리드 (주파수) 대역 인덱스를 나타내고, 인덱스 m은 QMF 슬롯 (시간) 인덱스를
나타낸다. 행렬 Hk의 파라미터들(hij)은 바이노럴 파라미터들(도 5에서 bp)에 의해 결정된다. 인덱스 k에 의해
나타내어지는 바와 같이, 행렬 Hk는 QMF 하이브리드 대역에 종속할 수 있다. 일 예에서, 파라미터 변환 유닛(도
5에서 234)은 공간 합성 유닛(232)에 의해 그 후 행렬 파라미터들(hij)로 변환되는 바이노럴 파라미터들을 생성
한다. 또 다른 예에서, 행렬 파라미터들(hij)은 파라미터 변환 유닛(도 5에서 234)에 의해 생성된 바이노럴 파라
미터들과 동일하며 변환되지 않고 공간 합성 유닛(232)에 의해 직접 사용될 수 있다.
행렬 Hk의 파라미터들(hij)은 2개의 다운믹스 채널들(5-2-5 구성)의 경우에서 다음의 방식으로 결정될 수 있다.
도 4의 종래 기술의 공간 디코더 유닛에서, 2-대-3 디코더 유닛(230')은 2개의 (입력) 다운믹스 채널들(l 및
r)을 3개의 (출력) 채널들(l, r, 및 ce)로 변환한다(입력 채널들이 다음 논의에서 10 및 r0로 라벨링되는
이유로, 출력 채널들(l 및 r)은 일반적으로 입력 채널들(l 및 r)과 동일하지 않다).
예에 따르면, 파라미터 변환 유닛(도 5 및 도 6에서 234)은 단지 3개의 채널들만(예로서, l r, 및 c)의 기여가
고려되는 지각 전달 함수 파라미터들을 활용하기 위해 구성되며, 이들 3개의 채널들 중 2개의 채널들(예로서, l
및 r)은 합성의 각 전방(lf, rf) 및 후방(lr, rr) 채널들을 포함한다. 즉, 각각의 전방 및 후방 채널들은 효율
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함께 그룹핑된다.
2-대-3 업믹스 유닛(230')의 동작은 다음의 행렬 동작에 의해 설명될 수 있다.

여기서, 행렬 엔트리들(mij)은 공간 파라미터들에 종속한다. 공간 파라미터들 및 행렬 엔트리들의 관계는 5.1
MPEG 서라운드 디코더의 것과 동일하다. 세 개의 결과로서 생긴 신호들 l, r, 및 c의 각각에 대해서, 그 효과는
이들 사운드 소스들의 원하는 (인지된) 위치에 대응하는 지각 전달 함수(현재 예에서: HRTF) 파라미터들로 결정
된다. 중심 채널(c)에 대해서, 사운드 소스 위치의 공간 파라미터들은 직접 이용될 수 있으며, 중심을 위한 두
개의 출력 신호들(lB(c) 및 rB(c))을 야기한다.

식(3)으로부터 관찰될 수 있는 바와 같이, HRTF 파라미터 처리는 중심 채널의 사운드 소스 위치에 대응하는, 평
균 전력 레벨들(Pl 및 Pr)과 산호의 곱으로 이루어지는 반면, 위상 차이는 대칭적으로 분포된다. 이러한 처리는
한편으로는 HRTF 파라미터들에서 QMF 필터 뱅크로의 매핑, 및 다른 한편으로는 공간 파라미터들에서 QMF 대역으
로의 매핑을 이용하여, 각각의 QMF 대역을 위해 독립적으로 수행된다.
좌측(l) 채널에 대해서, 좌측 전방 및 좌측 후방 채널들로부터의 HRTF 파라미터들은 가중치들(wlf 및 wrf)을 이
용하여 단일 기여로 결합된다. 그 결과 합성 파라미터들이 통계적으로 전방 및 후방 채널들 모두의 효과를 시뮬
레이션한다. 다음 식들은 좌측 채널에 대한 바이노럴 출력쌍(lb, rb)을 생성하기 위해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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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및

가중들(Wlf 및 Wrf)은 lf 및 lr을 위한 1-대-2 유닛의 CLD 파라미터에 의존한다.

,

유사한 방식으로, 우측 채널에 대한 바이노럴 출력은 다음에 따라 획득된다.

여기서,

위상 변경 기간은 양쪽 경우들 모두에서 대측성 귀(contra-lateral ear)에 적용됨을 주의한다. 더욱이, 인간의
청각 시스템은 근사치 2 kHz 위 주파수들에 대한 바이노럴 위상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위상 변경 기
간은 단지 낮은 주파수 영역에서 적용되도록 요구된다. 따라서, 주파수 범위의 나머지에 대해서, 실수치 처리가
충분하다(실수치 mij를 가정하면).
그것은 또한 상기 식들이 lf 및 lr의 (HRTF) 필터링된 신호들의 비간섭성 부가를 가정함을 주의한다. 하나의 가
능한 확장은 전방/후방 상관에 대한 고려뿐만 아니라 식들에서 lf 및 lr(및 lf 및 rr)의 전송된 채널 내 코히어
런스(Inter-Channel Coherence; ICC)을 포함하는 것이다.
상술된 모든 처리 단계들은 단일, 신호-도메인 2x2 행렬을 야기하도록 파라미터 도메인에서 조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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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은 본질적으로 종래 기술에서와 같은 주파수 또는 시간 도메인 대신에, 파라미터 도메인에서 바이노럴
(즉, HRTF) 정보를 처리한다. 이러한 방식으로, 상당한 계산 절약이 달성될 수 있다.
도 6에서 단지 비제한적 예로 도시된 본 발명에 따른 공간 디코더 장치(2)는 역다중화기(Demux) 유닛(21), 다운
믹스 디코딩 유닛(22), 및 공간/바이노럴 디코더 유닛(23)을 포함한다. 역다중화기 유닛(21) 및 다운믹스 디코
딩 유닛(22)은 도 3에 도시된 다운믹스 디코딩 유닛(22') 및 종래 기술의 역다중화기 유닛(21')과 유사할 것이
다. 도 6의 공간 디코더 유닛(23)은 다운믹스 채널들 및 연관된 변환 유닛들의 수를 제외하고, 도 5의 공간 디
코더 유닛(23)과 동일하다. 도 6의 공간 디코더 장치가 단일 다운믹스 채널(s)을 위해 구성되기 때문에, 단지
단일 변환 유닛(231)은 역상관(D) 유닛(239)이 (변환 도메인) 다운믹스 신호(S)의 역상관된 버전(D)를 생성하기
위해 부가되는 동안 제공된다. 단일의 다운믹스 채널(s)에 연관된 단일 파라미터들(sp)이 두 개의 다운믹스 채
널들과 연관된 것과 상이하기 때문에, 파라미터 변환 유닛(234)에 의해 생성된 바이노럴 파라미터들(bp)은 일반
적으로 도 5의 실시예의 것과 상이하다.
도 6의 구성에서, 바이노럴 디코더의 입력은 공간 파라미터들(sp)에 의해 수반된 모노 입력 신호(s)를
포함한다. 바이노럴 합성 유닛은 원래의 5.1 유닛의 HRTF 처리로부터 기인하는 그들 특성들에 근사하는 통계적
특성들로 스테레오 출력 신호를 생성하며, 이것은 다음에 의해 설명될 수 있다.

통계적 특성들, 채널들(lf, rf, lr, rr, 및 c)의 상호관계, 및 HRTF 임펄스 응답들의 파라미터를 설명하는 공간
파라미터들이 주어지면, 바이노럴 출력 쌍(lb, rb)의 통계적 특성들(즉, 바이노럴 파라미터들의 근사치)을 추정
하는 것이 또한 가능하다. 보다 특히, 평균 에너지(각 채널에 대해), 평균 위상차, 및 코히어런스가 추정되며,
이어서 모노 입력 신호의 역상관 및 매트릭싱(matrixing)에 의해 원상태로 된다.
바이노럴 파라미터들은 두 개의 바이노럴 출력 채널들의 각각에 대한 (상대적) 레벨 변화(및 이후 채널 레벨 차
파라미터를 정의함), (평균) 위상차, 및 코히어런스 측정(변환 도메인 시간/주파수 타일 당)을 포함한다.
제 1 단계로서, 5(또는 6) 채널(5.1) 신호의 상대적 파워들(모노 입력 신호의 파워에 대한)은 전송된 CLD 파라
미터들을 이용하여 계산된다. 좌측 전방 채널의 상대적 파워는 다음에 의해 제공된다.

여기서,

,
및

유사하게, 다른 채널들의 상대적 파워들이 다음에 의해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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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측 바이노럴 출력 채널의 상대적 파워의 기대치(
상대적 파워의 기대치(

)(모노 입력 채널에 대한), 우측 바이노럴 출력 채널의
*

), 및 외적(cross product)의 기대치(LBRB )가 그 후 계산될 수 있다. 바이노럴 출

력의 코히어런스(ICCB)가 그 후 다음에 의해 제공된다.

및 평균 위상 각(IPDB)가 다음에 의해 제공된다.

바이노럴 출력의 채널 레벨차(CLDB)가 다음에 의해 제공된다.

마지막으로, 모노 입력에 비교되는 바이노럴 출력의 전체 (선형) 이득(gB)은 다음에 의해 제공된다.

바이노럴 매트릭스에서 IPDB, CLDB, ICCB, 및 gB 파라미터들을 원상태로 하기 위해 요구되는 매트릭스 계수들은
전체 이득들(gB)로 확장된, 종래의 파라메트릭 스테레오 디코더로부터 간단히 획득된다.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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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의 공간 디코더 유닛의 다른 실시예들은 반향 유닛을 포함할 수 있다. 반향을 추가하는 것은 바이노럴
사운드가 생성될 때 감지된 거리를 향상시킨다는 것이 알려져 있다. 이러한 이유로, 도 7의 공간 디코더 유닛
(23)에는 공간 합성 유닛(232)과 평행하여 접속된 스테레오 반향 유닛(237)이 제공된다. 도 7의 스테레오 반향
유닛(237)은 QMF 변환 도메인 단일 다운믹스 신호(S)를 수신하고, 부가 유닛들(238)에 의해 변환 도메인 바이노
럴 신호들(도 6에서 채널들(Lb 및 Lr))에 부가되는, 두 개의 반향 신호들을 출력한다. 조합된 신호들은 그 후
출력하기 전에 역변환 유닛들(233)에 의해 역변환된다.
도 8의 실시예에서, 스테레오 반향 유닛(237)은 시간 도메인에서 반향을 생성하기 위해 구성되고 시간 도메인
단일 다운믹스 신호(s)를 수신한다. 스테레오 반향 유닛(237)은 시간 도메인 반향 신호들을 출력하며, 이것은
부가 유닛들(238)에 의해 바이노럴 채널들(lb 및 rb)의 시간 도메인 신호들에 부가된다. 이들 중 하나의 실시예
가 적절한 반향을 제공한다.
본 발명은 핸드 헬드 소비자 장치, 및 상술된 바와 같은 공간 디코더 유닛 또는 공간 디코더 장치를 포함하는
오디오 시스템과 같은 소비자 장치를 제공한다. 핸드헬드 소비자 장치는 MP3 플레이어 또는 유사한 장치에 의해
구성될 수 있다. 소비자 장치는 도 9에 개략적으로 예시된다. 소비자 장치(50)는 본 발명에 따른 공간 디코더
장치(2)를 포함하도록 도시된다(도 6 참조).
본 발명은 조합된 공간 디코더 장치 및 바이노럴 합성 장치의 계산 복잡도가 바이노럴 정보에 따라 공간 파라미
터들을 변경함으로써 상당히 감소될 수 있다는 통찰에 기초한다. 이것은 공간 디코더 장치로 하여금 임의의 아
티팩트들의 도입을 방지하면서, 동일한 신호 처리 동작에서 공간 디코딩 및 지각 전달 함수 처리를 효과적으로
실행하도록 허용한다.
본 명세서에 사용된 임의의 용어는 본 발명의 영역을 제한하기 위해 해석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주의한다. 특
히, 단어들 "포함하다" 및 "포함하는"은 명확하게 서술되지 않은 임의의 요소들을 배제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
다. 단일 (회로) 소자들은 다수의 (회로) 소자들 또는 그 등가물들로 대체될 수 있다.
이 기술분야의 숙련자들은 본 발명이 상기 예시된 실시예에 제한되지 않으며, 많은 변경들 및 부가들이 첨부한
청구항들에서 정의된 바와 같이 본 발명의 범위로부터 벗어나지 않고 이루어질 수 있음을 이해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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