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대한민국특허청(KR)

(12) 등록특허공보(B1)

 

(51) 。Int. Cl.

     G10L 19/00 (2006.01)

     G10L 19/14 (2006.01)

(45) 공고일자

(11) 등록번호

(24) 등록일자

2007년02월15일

10-0682904

2007년02월08일

(21) 출원번호 10-2004-0099741 (65) 공개번호 10-2006-0060927

(22) 출원일자 2004년12월01일 (43) 공개일자 2006년06월07일

심사청구일자 2004년12월01일

(73) 특허권자 삼성전자주식회사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 416

(72) 발명자 김중회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2동 874-1호 4층

고상철

서울 송파구 잠실4동 미성아파트 9동 313호

이시화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1동 서초한양아파트 6동 613호

오은미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4동 미도2차아파트 503-305

미아오레이

중국 베이징시 하이뎬구 종관쿤 난다지에 과학기술타워 2층 9호

(74) 대리인 리앤목특허법인

이해영

(56) 선행기술조사문헌

EP0631458 A1

US20030035553 A1

WO03090208 A1

KR1020010113782 A

US20030236583 A1

* 심사관에 의하여 인용된 문헌

심사관 : 경연정

전체 청구항 수 : 총 16 항

(54) 공간 정보를 이용한 다채널 오디오 신호 처리 장치 및 방법

(57) 요약

공간 정보를 이용한 다채널 오디오 신호 처리 장치 및 방법이 개시된다. 이 장치는, 다채널 오디오 신호에 포함된 비서라운

드 성분과 서라운드 성분 중 상기 서라운드 성분에 공간 정보를 적용하고 다채널 오디오 신호를 다운 믹싱하여 스테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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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를 생성하고, 다운 믹싱된 결과인 스테레오 신호 또는 다채널 오디오 신호를 이용하여 부가 정보를 생성하며, 스테레

오 신호와 부가 정보를 부호화하여 부호화 신호로서 전송하는 주 부호화부 및 부호화 신호를 수신하여 스테레오 신호와 부

가 정보를 복호화하고, 복호화된 부가 정보를 이용하고 복호화된 스테레오 신호를 업 믹싱하여 다채널 오디오 신호를 복원

하는 주 복호화부를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그러므로, 적은 량의 부가 정보만으로도 업 믹싱할 수 있고 채널의 압축

효율 즉, 전송 효율을 극대화시킬 수 있고, 복원된 다채널 오디오 신호를 통해 스테레오 스피커만으로 다채널의 효과를 느

낄 수 있도록 하는 등 실감나는 음질을 제공할 수 있고, 종래의 BCC를 대체할 수 있으며, 최적의 음질을 제공할 수 있고,

크로스톡을 제거할 수 있는 잇점을 갖는다.

대표도

도 1

특허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다채널 오디오 신호에 포함된 비서라운드 성분과 서라운드 성분 중 상기 서라운드 성분에 공간 정보를 적용하고 상기 다채

널 오디오 신호를 다운 믹싱하여 스테레오 신호를 생성하고, 상기 스테레오 신호 또는 상기 다채널 오디오 신호를 이용하

여 부가 정보를 생성하며, 상기 스테레오 신호와 상기 부가 정보를 부호화하여 부호화 신호로서 전송하는 주 부호화부; 및

상기 부호화 신호를 수신하여 상기 스테레오 신호와 상기 부가 정보를 복호화하고, 상기 복호화된 부가 정보를 이용하고

상기 복호화된 스테레오 신호를 업 믹싱하여 상기 다채널 오디오 신호를 복원하는 주 복호화부를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공간 정보를 이용한 다채널 오디오 신호 처리 장치.

청구항 2.

제1 항에 있어서, 상기 주 부호화부는

상기 다채널 오디오 신호의 상기 서라운드 성분에 상기 공간 정보를 적용하여 상기 다채널 오디오 신호를 다운 믹싱하고,

다운 믹싱된 결과를 상기 스테레오 신호로서 출력하는 다운 믹싱부;

상기 스테레오 신호를 부호화하는 부 부호화부;

상기 스테레오 신호 또는 상기 다채널 오디오 신호를 이용하여 상기 부호화 신호로부터 상기 부가 정보를 생성하는 부가

정보 생성부;

상기 부가 정보를 부호화하는 부가 정보 부호화부; 및

상기 부호화된 부가 정보와 상기 부호화된 스테레오 신호를 비트 패킹하고, 비트 패킹한 결과를 상기 부호화 신호로서 상

기 주 복호화부로 전송하는 비트 패킹부를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공간 정보를 이용한 다채널 오디오 신호 처리 장

치.

청구항 3.

제2 항에 있어서, 상기 다운 믹싱부는

상기 다채널 오디오 신호에서 상기 서라운드 성분 이외의 비 서라운드 성분과 가중치를 승산하는 제1 승산부;

상기 서라운드 성분과 상기 공간 정보를 승산하는 제2 승산부;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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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제1 및 상기 제2 승산부들에서 승산된 결과들을 합성하고, 상기 합성된 결과를 상기 스테레오 신호로서 출력하는 합

성부를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공간 정보를 이용한 다채널 오디오 신호 처리 장치.

청구항 4.

제2 항에 있어서, 상기 주 복호화부는

상기 부호화 신호를 수신하여 비트 언 패킹하고, 비트 언 패킹된 부가 정보와 비트 언 패킹된 스테레오 신호를 출력하는 비

트 언 패킹부;

상기 비트 언 패킹된 스테레오 신호를 복호화하는 부 복호화부;

상기 비트 언 패킹된 부가 정보를 복호화하는 부가 정보 복호화부; 및

상기 복호화된 부가 정보와 상기 복호화된 스테레오 신호를 업 믹싱하고, 업 믹싱된 결과를 상기 복원된 다채널 오디오 신

호로서 출력하는 업 믹싱부를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공간 정보를 이용한 다채널 오디오 신호 처리 장치.

청구항 5.

제4 항에 있어서, 상기 업 믹싱부는

상기 복호화된 스테레오 신호와 역 공간 정보를 승산하는 제3 승산부;

상기 복호화된 스테레오 신호에서 상기 서라운드 성분 이외의 비 서라운드 성분, 상기 역 공간 정보 및 상기 가중치를 승산

하는 제4 승산부; 및

상기 제3 및 상기 제4 승산부들에서 승산된 결과들과 상기 복호화된 부가 정보를 이용하여 상기 다채널 오디오 신호를 복

원하는 연산부를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공간 정보를 이용한 다채널 오디오 신호 처리 장치.

청구항 6.

제5 항에 있어서, 상기 부가 정보 생성부는

상기 부호화 신호로부터 상기 서라운드 성분을 복원하는 서라운드 성분 복원부; 및

상기 복원된 서라운드 성분과 상기 다채널 오디오 신호간의 비율을 생성하고, 생성된 비율을 상기 부가 정보로서 출력하는

비율 생성부를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공간 정보를 이용한 다채널 오디오 신호 처리 장치.

청구항 7.

제6 항에 있어서, 상기 연산부는

상기 제3 승산부에서 승산된 결과로부터 상기 제4 승산부에서 승산된 결과를 감산하는 제1 감산부; 및

상기 제1 감산부로부터 입력한 상기 감산된 결과와 상기 부가 정보를 승산하고, 승산된 결과를 상기 복원된 다채널 오디오

신호로서 출력하는 제5 승산부를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공간 정보를 이용한 다채널 오디오 신호 처리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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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8.

제5 항에 있어서, 상기 부가 정보 생성부는

상기 부호화 신호로부터 상기 서라운드 성분을 복원하는 서라운드 성분 복원부; 및

상기 복원된 서라운드 성분과 상기 스테레오 신호간의 비율을 생성하고, 생성된 비율을 상기 부가 정보로서 출력하는 비율

생성부를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공간 정보를 이용한 다채널 오디오 신호 처리 장치.

청구항 9.

제8 항에 있어서, 상기 연산부는

상기 제3 승산부에서 승산된 결과와 상기 부가 정보를 승산하는 제6 승산부; 및

상기 제6 승산부에서 승산된 결과로부터 상기 제4 승산부에서 승산된 결과를 감산하고, 감산된 결과를 상기 복원된 다채

널 오디오 신호로서 출력하는 제2 감산부를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공간 정보를 이용한 다채널 오디오 신호 처리 장

치.

청구항 10.

제6 항 또는 제8 항에 있어서, 상기 비율 생성부에서 생성된 비율은 전력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공간 정보를 이

용한 다채널 오디오 신호 처리 장치.

청구항 11.

제10 항에 있어서, 상기 비율 생성부에서 생성된 비율은 위상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공간 정보를 이용한 다

채널 오디오 신호 처리 장치.

청구항 12.

제5 항에 있어서, 상기 업 믹싱부는

상기 복호화된 스테레오 신호로부터 상기 비 서라운드 성분을 생성하는 비 서라운드 성분 복원부를 더 구비하는 것을 특징

으로 하는 공간 정보를 이용한 다채널 오디오 신호 처리 장치.

청구항 13.

제5 항에 있어서, 상기 역 공간 정보는 상기 복원된 다채널 오디오 신호를 재생하는 환경에 상응하여 변경되는 것을 특징

으로 하는 다채널 오디오 신호 처리 장치.

청구항 14.

다채널 오디오 신호를 부호화하는 주 부호화부 및 상기 부호화된 다채널 오디오 신호로부터 상기 다채널 오디오 신호를 복

원하는 주 복호화부를 갖는 오디오 신호 처리 장치에서 수행되는 오디오 신호 처리 방법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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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다채널 오디오 신호에 포함된 비서라운드 성분과 서라운드 성분 중 상기 서라운드 성분에 공간 정보를 적용하여 상기

다채널 오디오 신호를 다운 믹싱하고, 상기 다운 믹싱된 결과인 스테레오 신호 또는 상기 다채널 오디오 신호를 이용하여

부가 정보를 생성하며, 상기 스테레오 신호와 상기 부가 정보를 부호화하여 부호화 신호로서 상기 주 복호화부로 전송하는

단계; 및

(b) 상기 주 부호화부로부터 전송된 상기 부호화 신호를 수신하여 상기 스테레오 신호와 상기 부가 정보를 복호화하고, 상

기 복호화된 부가 정보와 상기 복호화된 스테레오 신호를 업 믹싱하여 상기 다채널 오디오 신호를 복원하는 단계를 구비하

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공간 정보를 이용한 다채널 오디오 신호 처리 방법.

청구항 15.

제14 항에 있어서, 상기 (a) 단계는

상기 다채널 오디오 신호의 상기 서라운드 성분에 상기 공간 정보를 적용하여 상기 다채널 오디오 신호를 다운 믹싱하고,

다운 믹싱된 결과를 상기 스테레오 신호로서 결정하는 단계;

상기 스테레오 신호를 부호화하는 단계;

상기 스테레오 신호 또는 상기 다채널 오디오 신호를 이용하여 상기 부호화 신호로부터 상기 부가 정보를 생성하는 단계;

상기 부가 정보를 부호화하는 단계; 및

상기 부호화된 부가 정보와 상기 부호화된 스테레오 신호를 비트 패킹하고, 비트 패킹한 결과를 상기 부호화 신호로서 전

송하는 단계를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공간 정보를 이용한 다채널 오디오 신호 처리 방법.

청구항 16.

제15 항에 있어서, 상기 (b) 단계는

상기 부호화 신호를 수신하여 비트 언 패킹하여, 비트 언 패킹된 부가 정보와 비트 언 패킹된 스테레오 신호를 구하는 단

계;

상기 비트 언 패킹된 스테레오 신호를 복호화하고, 상기 비트 언 패킹된 부가 정보를 복호화하는 단계; 및

상기 복호화된 부가 정보를 이용하여 상기 복호화된 스테레오 신호를 업 믹싱하고, 업 믹싱된 결과를 상기 복원된 다채널

오디오 신호로서 결정하는 단계를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공간 정보를 이용한 다채널 오디오 신호 처리 방법.

명세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엠펙(MPEG:Moving Picture Experts Group)등의 신호 처리에 관한 것으로서, 특히, 공간 정보를 이용하여 다

채널(multichannel) 오디오 신호를 처리하는 장치 및 방법에 관한 것이다.

종래의 오디오 신호 처리 방법 및 장치는 다채널 오디오 신호를 복원할 때, 바이 내츄럴 큐 코딩(BCC:Binaural Cue

Coding)만을 이용하여 서라운드(surround) 성분을 복원하는 공간 오디오 코딩(SAC:Spatial Audio Coding)을 채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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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SAC에 대해서는 "High-quality Parametric Spatial Audio Coding at Low Bitrates"라는 제목으로 116th AES

convention, Preprint에 실린 논문의 6072쪽에 개시되어 있고, BCC에 대해서는 "Binaural Cue Coding Applied to

Stereo and Multi-Channel Audio Compression"라는 제목으로 112th AES convention, Preprint에 실린 논문의 5574

쪽에 개시되어 있다.

SAC를 채택하는 전술한 종래의 오디오 신호 처리 방법은, 다운 믹싱(down mixing)할 때 서라운드 성분이 사라진다. 즉,

다운 믹싱된 스테레오 신호는 서라운드 성분을 포함하지 않는다. 따라서, 다채널 오디오 신호를 복원할 때 서라운드 성분

을 살리기 위해서 많은 데이타량을 갖는 부가 정보를 전송하여야 하므로, 종래의 오디오 신호 처리 방법은 낮은 채널 전송

효율을 갖는 문제점이 있다. 게다가, 사라지 서라운드 성분을 복원하기 때문에, 복원된 다채널 오디오 신호의 음질이 저하

되는 문제점이 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는, 공간 정보를 이용하여 다채널 오디오 신호의 서라운드 성분을 살리면서 부호화하

고, 이러한 다채널 오디오 신호를 복호화하는 공간 정보를 이용한 다채널 오디오 신호 처리 장치를 제공하는 데 있다.

본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다른 기술적 과제는, 공간 정보를 이용하여 다채널 오디오 신호의 서라운드 성분을 살리면서 부

호화하고, 이러한 다채널 오디오 신호를 복호화하는 공간 정보를 이용한 다채널 오디오 신호 처리 방법을 제공하는 데 있

다.

발명의 구성

상기 과제를 이루기 위한 본 발명에 의한 공간 정보를 이용한 다채널 오디오 신호 처리 장치는, 다채널 오디오 신호에 포함

된 비서라운드 성분과 서라운드 성분 중 상기 서라운드 성분에 공간 정보를 적용하여 상기 다채널 오디오 신호를 다운 믹

싱하고, 상기 다운 믹싱된 결과인 스테레오 신호 또는 상기 다채널 오디오 신호를 이용하여 부가 정보를 생성하며, 상기 스

테레오 신호와 상기 부가 정보를 부호화하여 부호화 신호로서 전송하는 주 부호화부 및 상기 부호화 신호를 수신하여 상기

스테레오 신호와 상기 부가 정보를 복호화하고, 상기 복호화된 부가 정보를 이용하여 상기 복호화된 스테레오 신호를 업

믹싱하여 상기 다채널 오디오 신호를 복원하는 주 복호화부로 구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다른 과제를 이루기 위해, 다채널 오디오 신호를 부호화하는 주 부호화부 및 상기 부호화된 다채널 오디오 신호로부

터 상기 다채널 오디오 신호를 복원하는 주 복호화부를 갖는 오디오 신호 처리 장치에서 수행되는 본 발명에 의한 오디오

신호 처리 방법은, 다채널 오디오 신호에 포함된 비서라운드 성분과 서라운드 성분 중 상기 서라운드 성분에 공간 정보를

적용하여 상기 다채널 오디오 신호를 다운 믹싱하고, 상기 다운 믹싱된 결과인 스테레오 신호 또는 상기 다채널 오디오 신

호를 이용하여 부가 정보를 생성하며, 상기 스테레오 신호와 상기 부가 정보를 부호화하여 부호화 신호로서 상기 주 복호

화부로 전송하는 단계 및 상기 주 부호화부로부터 전송된 상기 부호화 신호를 수신하여 상기 스테레오 신호와 상기 부가

정보를 복호화하고, 상기 복호화된 부가 정보와 상기 복호화된 스테레오 신호를 업 믹싱하여 상기 다채널 오디오 신호를

복원하는 단계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하, 본 발명에 의한 공간 정보를 이용한 다채널 오디오 신호 처리 장치의 구성 및 동작과 그 장치에서 수행되는 오디오

신호 처리 방법을 첨부한 도면들을 참조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도 1은 본 발명에 의한 오디오 신호 처리 장치의 블럭도로서, 주 부호화(main coding)부(10) 및 주 복호화(main

decoding)부(12)로 구성된다.

도 2는 본 발명에 의한 오디오 신호 처리 방법을 설명하기 위한 플로우차트로서, 다채널 오디오 신호를 부호화하는 단계

(제20 단계) 및 부호화된 다채널 오디오 신호를 복호화하는 단계(제22 단계)로 이루어진다.

도 1에 도시된 주 부호화부(10)는 입력단자 IN1을 통해 입력한 다채널 오디오 신호에 포함된 서라운드 성분에 공간 정보

를 적용하여 다채널 오디오 신호를 다운 믹싱(down mixing)하고, 스테레오(stereo) 신호 또는 다채널 오디오 신호를 이용

하여 부가 정보를 생성하며, 스테레오 신호와 부가 정보를 부호화하고, 부호화된 결과를 부호화 신호로서 주 복호화부(12)

로 전송한다(제20 단계). 여기서, 스테레오 신호란, 다채널 오디오 신호를 다운 믹싱한 결과를 의미하며, 공간 정보에 대해

서는 "Introduction to Head-Related Transfer Functions (HRTFs)"라는 제목으로 Representations of HRTFs in

Time, Frequency, and Space, 107th AES convention, Preprint에 실린 논문의 페이지 50쪽에 개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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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 단계후에, 주 복호화부(12)는 주 부호화부(10)로부터 전송된 부호화 신호를 수신하고, 수신된 부호화 신호를 이용하

여 스테레오 신호와 부가 정보를 복호화하고, 복호화된 부가 정보와 복호화된 스테레오 신호를 업 믹싱하여 다채널 오디오

신호를 복원하며, 복원된 다채널 오디오 신호를 출력단자 OUT1을 통해 출력한다(제22 단계).

이하, 본 발명에 의한 오디오 신호 처리 장치의 실시예들 각각의 구성 및 동작과 각 실시예에서 수행되는 오디오 신호 처리

방법을 첨부된 도면들을 참조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도 3은 도 1에 도시된 주 부호화부(10)의 본 발명에 의한 바람직한 실시예(10A)의 블럭도로서, 다운 믹싱부(30), 부 부호

화(sub coding)부(32), 부가 정보(side information) 생성부(34), 부가 정보 부호화부(36) 및 비트 패킹(bit packing)부

(38)로 구성된다.

도 4는 도 2에 도시된 제20 단계의 본 발명에 의한 바람직한 실시예(20A)를 설명하기 위한 플로우차트로서, 공간 정보를

이용하여 다채널 오디오 신호를 다운 믹싱하는 단계(제50 단계), 스테레오 신호와 생성한 부가 정보를 부호화하는 단계(제

52 ~ 제56 단계들) 및 부호화된 결과들을 비트 패킹하는 단계(제58 단계)로 이루어진다.

도 3에 도시된 다운 믹싱부(30)는 입력단자 IN2를 통해 입력한 다채널 오디오 신호에 포함된 서라운드 성분에 공간 정보

를 적용하여 다채널 오디오 신호를 다음 수학식 1과 같이 다운 믹싱하고, 다운 믹싱된 결과를 스테레오 신호로서 부 부호

화부(32)로 출력한다(제50 단계).

수학식 1

여기서, Lm과 Rm은 다운 믹싱된 결과인 스테레오 신호의 왼쪽 성분과 오른쪽 성분을 각각 나타내고, W는 가중치로서 사전

에 결정될 수도 있고 가변될 수 있으며, Fi0과 Fi1은 입력단자 IN2를 통해 입력되는 다채널 오디오 신호에 포함된 성분들중

비 서라운드 성분을 나타내고, Sj0과 Sj1은 다채널 오디오 신호에 포함된 성분들중 서라운드 성분을 나타내고, Nf는 비 서

라운드 성분에 포함된 채널의 개수를 나타내고, Ns는 서라운드 성분에 포함된 채널의 개수를 나타내고, Fi0과 Si0 에서 '0'

은 왼쪽(L:Left)[혹은 오른쪽(R:Right)] 성분을 나타내고, Fi1과 Si1에서 '1'은 오른쪽(R)[혹은 왼쪽(L)] 성분을 나타내고,

Hj는 공간 정보를 나타내는 공간 필터의 전달 함수를 나타낸다.

도 5는 다채널 오디오 신호를 설명하기 위한 도면으로서, 비 서라운드 성분들(60, 62 및 64)과 서라운드 성분들(66 및 68)

로 구성된다. 여기서, 참조부호 69는 청취자를 나타낸다.

도 5에 도시된 바와 같이, 다채널 오디오 신호에서 비 서라운드 성분은 왼쪽 채널(60)(L:Left)과 오른쪽 채널(64)(R:Right)

(64) 및 중앙(center) 채널(62)(C:Center)로 이루어지는 프론트(front) 성분들로 이루어지고, 다채널 오디오 신호에서 서

라운드 성분은 오른쪽 서라운드 채널(RS:Right Surround)(66)과 왼쪽 서라운드 채널(LS:Left Surround)(68)로 이루어진

다고 하자. 이 때, 수학식 1은 다음 수학식 2와 같이 간략화될 수 있다.

수학식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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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는 다채널 오디오 신호에서 비 서라운드 성분(60, 62 및 64)을 나타내고, 는 다채널 오

디오 신호에서 서라운드 성분(66 및 68)을 나타내고, 는 공간정보(Hj)를 나타낸다.

도 6은 도 3에 도시된 다운 믹싱부(30)의 본 발명에 의한 실시예(30A)의 블럭도로서, 제1 및 제2 승산부들(70 및 72) 및

합성부(74)로 구성된다.

도 6을 참조하면, 다운 믹싱부(30A)의 제1 승산부(70)는 입력단자 IN3을 통해 입력한 가중치와 입력단자 IN4를 통해 입

력한 다채널 오디오 신호에 포함된 비 서라운드 성분을 승산하고, 승산된 결과를 합성부(74)로 출력한다. 이 때, 제2 승산

부(72)는 입력단자 IN4를 통해 입력한 다채널 오디오 신호에 포함된 서라운드 성분과 공간 정보를 승산하고, 승산된 결과

를 합성부(74)로 출력한다. 합성부(74)는 제1 및 제2 승산부들(70 및 72)에서 승산된 결과들을 합성하고, 합성된 결과를

스테레오 신호로서 출력단자 OUT3을 통해 출력한다.

한편, 제50 단계후에, 부 부호화부(32)는 다운 믹싱부(30)로부터 입력한 스테레오 신호를 부호화하고, 부호화된 스테레오

신호를 비트 패킹부(38)로 출력한다(제52 단계). 예를 들어, MP3[또는, 엠펙(MPEG)-1 layer3 또는 MPEG-2 layer3 라

고도 함], MPEG4-AAC(Advanced Audio Coding), MPEG4-BSAC(BSAC:Bit Sliced Arithmetic Coding) 형식으로, 부

부호화부(32)는 스테레오 신호를 부호화할 수 있다.

제52 단계후에, 부가 정보 생성부(34)는 다운 믹싱부(30)로부터 입력한 스테레오 신호 또는 입력단자 IN2를 통해 입력한

다채널 오디오 신호를 이용하면서, 비트 패킹부(38)로부터 입력한 부호화 신호로부터 부가 정보를 생성하고, 생성된 부가

정보를 부가 정보 부호화부(36)로 출력한다(제54 단계). 여기서, 부가 정보 생성부(34)의 실시예들 및 그의 부가 정보 생성

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후술된다.

제54 단계후에, 부가 정보 부호화부(36)는 부가 정보 생성부(34)에서 생성된 부가 정보를 부호화하고, 부호화된 부가 정보

를 비트 패킹부(38)로 출력한다(제56 단계). 이를 위해, 부가 정보 부호화부(36)는 부가 정보 생성부(34)에서 생성된 부가

정보를 양자화하고, 양자화된 결과를 압축하며, 압축된 결과를 부호화된 부가 정보로서 비트 패킹부(38)로 출력할 수 있

다.

본 발명에 의하면, 도 4에 도시된 바와 달리, 제54 및 제56 단계들이 수행되는 동안에 제52 단계가 동시에 수행될 수도 있

고, 제54 및 제56 단계들이 수행된 후에 제52 단계가 수행될 수도 있다.

비트 패킹부(38)는 부가 정보 부호화부(36)에서 부호화된 부가 정보와 부 부호화부(32)에서 부호화된 스테레오 신호를 비

트 패킹하고, 비트 패킹한 결과를 부호화 신호로서 주 복호화부(12)로 출력단자 OUT2를 통해 전송하는 한편 부가 정보 생

성부(34)로 출력한다(제58 단계). 예컨대, 비트 패킹부(38)는 부호화된 부가 정보와 부호화된 스테레오 신호를 저장한 후,

저장된 부호화된 부가 정보를 출력한 후 부호화된 스테레오 신호를 출력하는 순차적인 동작을 반복적으로 수행한다. 즉,

비트 패킹부(38)는 부호화된 부가 정보와 부호화된 스테레오 신호를 멀티플렉싱(multiplexing)하고, 멀티플렉싱된 결과를

부호화 신호로서 출력한다.

도 7은 도 1에 도시된 주 복호화부(12)의 본 발명에 의한 실시예(12A)의 블럭도로서, 비트 언 패킹(bit unpacking)부(90),

부 복호화(sub decoding)부(92), 부가 정보 복호화부(94) 및 업 믹싱부(96)로 구성된다.

도 8은 도 2에 도시된 제22 단계에 대한 본 발명에 의한 실시예(22A)를 설명하기 위한 플로우차트로서, 부호화 신호를 비

트 언 패킹하는 단계(제110 단계) 및 스테레오 신호와 부가 정보를 복호화하여 업 믹싱하는 단계(제112 및 제114 단계들)

로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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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7에 도시된 비트 언 패킹부(90)는 주 부호화부(10)로부터 전송된 비트 스트림 형태의 부호화 신호를 입력단자 IN5를 통

해 입력하여 수신하고, 수신된 부호화 신호를 비트 언 패킹하며, 비트 언 패킹된 부가 정보를 부가 정보 복호화부(94)로 출

력하고, 비트 언 패킹된 스테레오 신호를 부 복호화부(92)로 출력한다(제110 단계). 즉, 비트 언 패킹부(90)는 도 3에 도시

된 비트 패킹부(38)에서 비트 패킹된 결과를 비트 언 패킹하는 역할을 한다.

제110 단계후에, 부 복호화부(92)는 비트 언 패킹된 스테레오 신호를 복호화하고 복호화된 결과를 업 믹싱부(96)로 출력

하며, 부가 정보 복호화부(94)는 비트 언 패킹된 부가 정보를 복호화하고, 복호화된 결과를 업 믹싱부(96)로 출력한다(제

112 단계). 전술한 바와 같이, 부가 정보 부호화부(36)가 부가 정보를 양자화하고 양자화된 결과를 압축한다고 할 때, 부가

정보 복호화부(94)는 부가 정보를 복원하고, 복원된 결과를 역 양자화하며, 역 양자화된 결과를 복호화된 부가 정보로서

업 믹싱부(96)로 출력한다.

제112 단계후에, 업 믹싱부(96)는 부가 정보 복호화부(94)에서 복호화된 부가 정보를 이용하여 부 복호화부(92)에서 복호

화된 스테레오 신호를 업 믹싱하고, 업 믹싱된 결과를 복원된 다채널 오디오 신호로서 출력단자 OUT4를 통해 출력한다

(제114 단계).

도 9는 도 7에 도시된 업 믹싱부(96)의 본 발명에 의한 실시예(96A)의 블럭도로서, 제3 및 제4 승산부들(130 및 134), 비

서라운드 성분 복원부(132) 및 연산부(136)로 구성된다.

도 9에 도시된 제3 승산부(130)는 입력단자 IN6을 통해 부 복호화부(92)로부터 입력한 복호화된 스테레오 신호와 역 공간

정보(G)를 승산하고, 승산된 결과를 연산부(136)로 출력한다. 여기서, 역 공간 정보(G)란, 다음 수학식 3과 같이 공간 정보

(H)의 역에 해당하며, 주 복호화부(12)에서 복원되는 다채널 오디오 신호를 재생하는 환경에 상응하여 변경될 수도 있고

사전에 미리 결정될 수도 있다.

수학식 3

비 서라운드 성분 복원부(132)는 입력단자 IN6을 통해 부 복호화부(92)로부터 입력한 복호화된 스테레오 신호로부터 비

서라운드 성분을 생성하고, 생성된 비 서라운드 성분을 제4 승산부(134)로 출력한다. 예를 들어, 도 3에 도시된 다운 믹싱

부(30)가 전술한 수학식 2와 같이 다채널 오디오 신호를 다운 믹싱할 경우, 서라운드 성분 복원부(132)는 다음 수학식 4와

같이 비 서라운드 성분을 생성할 수 있다.

수학식 4

여기서, L'는 비 서라운드 성분 복원부(132)에서 생성된 비 서라운드 성분중 왼쪽 (채널) 성분을 나타내고, R'는 비 서라운

드 성분 복원부(132)에서 생성된 비 서라운드 성분중 오른쪽 (채널) 성분을 나타내고, C'는 비 서라운드 성분 복원부(132)

에서 생성된 비 서라운드 성분중 중앙 (채널) 성분을 나타내고, Lm'는 도 7에 도시된 부 복호화부(92)에서 복호화된 스테레

오 신호의 왼쪽 (채널) 성분을 나타내고, Rm'는 부 복호화부(92)에서 복호화된 스테레오 신호의 오른쪽 (채널) 성분을 각각

나타낸다.

제4 승산부(134)는 비 서라운드 성분 복원부(132)로부터 입력한 비 서라운드 성분, 역 공간 정보(G) 및 가중치(W)를 승산

하고, 승산된 결과를 연산부(136)로 출력한다. 여기서, 도 9에 도시된 업 믹싱부(96A)는 비 서라운드 성분 복원부(132)를

마련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 경우, 복호화된 스테레오 신호에서 서라운드 성분 이외의 비 서라운드 성분은 외부로부터 업

믹싱부(96A)의 제4 승산부(134)로 입력단자 IN7을 통해 직접 입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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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산부(136)는 제3 및 제4 승산부들(130 및 134)에서 승산된 결과들과 입력단자 IN8을 통해 부가 정보 복호화부(94)로부

터 입력한 복호화된 부가 정보를 이용하여 다채널 오디오 신호를 복원하고, 복원된 다채널 오디오 신호를 출력단자 OUT4

를 통해 출력한다.

도 10은 도 3에 도시된 부가 정보 생성부(34)의 본 발명에 의한 일 실시예(34A)의 블럭도로서, 서라운드 성분 복원부

(150) 및 비율 생성부(152)로 구성된다.

서라운드 성분 복원부(150)는 입력단자 IN9를 통해 비트 패킹부(38)로부터 입력한 부호화 신호로부터 서라운드 성분을

복원하고, 복원된 서라운드 성분을 비율 생성부(152)로 출력한다.

이를 위해, 서라운드 성분 복원부(150)는 도 10에 도시된 바와 같이, 예를 들면, 비트 언 패킹부(160), 부 복호화부(162),

부가 정보 복호화부(164) 및 업 믹싱부(166)로 구현될 수 있다. 여기서, 비트 언 패킹부(160), 부 복호화부(162), 부가 정

보 복호화부(164) 및 업 믹싱부(166)는 도 7에 도시된 비트 언 패킹부(90), 부 복호화부(92), 부가 정보 복호화부(94) 및

업 믹싱부(96) 각각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므로 이들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의하면, 비율 생성부(152)는 서라운드 성분 복원부(150)로부터 출력되는 복원된 서라운드 성분과

입력단자 IN10을 통해 입력한 다채널 오디오 신호간의 비율을 생성하고, 생성된 비율을 부가 정보로서 출력단자 OUT5를

통해 부가 정보 복호화부(36)로 출력한다. 예를 들어, 도 3에 도시된 다운 믹싱부(30)가 전술한 수학식 2와 같이 다운 믹싱

할 경우, 비율 생성부(152)는 다음 수학식 5와 같이 부가 정보를 생성할 수 있다.

수학식 5

여기서, SI는 비율 생성부(152)에서 생성되는 부가 정보를 나타내고, LS'는 서라운드 성분 복원부(150)에서 복원된 예를

들면 업 믹싱부(166)로부터 출력되는 복원된 다채널 오디오 신호에 포함되는 서라운드 성분중 왼쪽 성분을 의미하고, RS'

는 업 믹싱부(166)로부터 출력되는 복원된 다채널 오디오 신호에 포함되는 서라운드 성분중 오른쪽 성분을 각각 의미한

다.

본 발명에 의하면, 비율 생성부(152)에서 전술한 수학식 5와 같이 생성된 부가 정보의 비율은 전력비가 될 수도 있고, 전력

비와 위상비가 될 수도 있다. 예컨대, 비율 생성부(152)는 부가 정보를 다음 수학식 6과 같이 생성할 수도 있고, 다음 수학

식 7과 같이 생성할 수도 있다.

수학식 6

여기서, ｜LS'｜은 LS'의 전력을 나타내고, ｜LS｜은 LS의 전력을 나타내고, ｜RS'｜은 RS'의 전력을 나타내고, ｜RS｜은

RS의 전력을 각각 나타낸다.

수학식 7

여기서, ∠LS'는 LS'의 위상을 나타내고, ∠LS는 LS의 위상을 나타내고, ∠RS'는 RS'의 위상을 나타내고, ∠RS는 RS의 위

상을 각각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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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 의하면, 비율 생성부(152)는 서라운드 성분 복원부(150)로부터 출력되는 복원된 서라운드 성분

과 입력단자 IN10을 통해 다운 믹싱부(30)로부터 입력한 스테레오 신호간의 비율을 생성하고, 생성된 비율을 부가 정보로

서 출력단자 OUT5를 통해 부가 정보 복호화부(36)로 출력한다. 예를 들어, 도 3에 도시된 다운 믹싱부(30)가 전술한 수학

식 2와 같이 다운 믹싱할 경우, 비율 생성부(152)는 다음 수학식 8과 같이 부가 정보를 생성할 수 있다.

수학식 8

본 발명에 의하면, 비율 생성부(152)에서 전술한 수학식 8와 같이 생성된 부가 정보의 비율은 전력비가 될 수도 있고, 전력

비와 위상비가 될 수도 있다. 예컨대, 비율 생성부(152)는 부가 정보를 다음 수학식 9과 같이 생성할 수도 있고, 다음 수학

식 10과 같이 생성할 수도 있다.

수학식 9

여기서, ｜Lm｜은 Lm의 전력을 나타내고, ｜Rm｜은 Rm의 전력을 각각 나타낸다.

수학식 10

여기서, ∠Lm는 Lm의 위상을 나타내고, ∠Rm는 Rm의 위상을 각각 나타낸다.

전술한 바와 같이, 도 10에 도시된 비율 생성부(152)가 복원된 서라운드 성분과 다채널 오디오 신호간의 비율에 의해 부가

정보를 생성할 경우, 도 9에 도시된 연산부(136)의 구성 및 동작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도 11은 도 9에 도시된 연산부(136)의 본 발명에 의한 일 실시예(136A)의 블럭도로서, 제1 감산부(170) 및 제5 승산부

(172)로 구성된다.

도 11에 도시된 제1 감산부(170)는 입력단자 IN11을 통해 입력한 도 9에 도시된 제3 승산부(130)에서 승산된 결과로부터

입력단자 IN12를 통해 입력한 제4 승산부(134)에서 승산된 결과를 감산하고, 감산된 결과를 제5 승산부(172)로 출력한

다. 이 때, 제5 승산부(172)는 제1 감산부(170)로부터 입력한 감산된 결과와 입력단자 IN13을 통해 입력한 부가 정보 복호

화부(94)에서 복호화된 부가 정보를 승산하고, 승산된 결과를 복원된 다채널 오디오 신호로서 출력단자 OUT6을 통해 출

력한다.

예를 들어, 도 3에 도시된 다운 믹싱부(30)가 전술한 수학식 2와 같이 다채널 오디오 신호를 다운 믹싱할 경우, 제5 승산부

(172)에서 출력되는 복원된 다채널 오디오 신호의 서라운드 성분은 다음 수학식 11과 같다.

수학식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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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는 제5 승산부(172)로부터 출력되는 복원된 다채널 오디오 신호의 서라운드 성분을 나타내고, SI'는

복호화된 부가 정보를 나타내고, 는 제1 감산부(170)로부터 출력되는 감산된 결과로서 다음 수학식 12와 같다.

수학식 12

여기서, 는 부 복호화부(92)로부터 입력단자 IN6을 통해 제3 승산부(130)로 입력되는 복호화된 스테레오 신호

를 나타낸다.

한편, 도 10에 도시된 비율 생성부(152)가 복원된 서라운드 성분과 다운 믹싱부(30)로부터 입력한 스테레오 신호간의 비

율에 의해 부가정보를 생성할 경우, 도 9에 도시된 연산부(136)의 구성 및 동작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도 12는 도 9에 도시된 연산부(136)의 본 발명에 의한 다른 실시예(136B)의 블럭도로서, 제6 승산부(190) 및 제2 감산부

(192)로 구성된다.

제6 승산부(190)는 입력단자 IN14를 통해 입력한 제3 승산부(130)에서 승산된 결과와 입력단자 IN15를 통해 입력한 부가

정보 복호화부(94)에서 복호화된 부가 정보를 승산하고, 승산된 결과를 제2 감산부(192)로 출력한다. 제2 감산부(192)는

제6 승산부(190)에서 승산된 결과로부터 입력단자 IN16을 통해 입력한 제4 승산부(134)에서 승산된 결과를 감산하고, 감

산된 결과를 복원된 다채널 오디오 신호로서 출력단자 OUT7을 통해 출력한다.

예를 들어, 도 3에 도시된 다운 믹싱부(30)가 전술한 수학식 2와 같이 다채널 오디오 신호를 다운 믹싱할 경우, 제2 감산부

(192)에서 출력되는 감산된 결과인 복원된 다채널 오디오 신호의 서라운드 성분은 다음 수학식 13과 같다.

수학식 13

여기서, 는 제2 감산부(192)로부터 출력되는 복원된 다채널 오디오 신호의 서라운드 성분을 나타내고,

은 제6 승산부(190)에서 승산된 결과를 나타내고, 는 제4 승산부(134)에

서 승산된 결과를 나타내며, 는 전술한 수학식 1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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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술한 본 발명에 의한 공간 정보를 이용한 다채널 오디오 신호 처리 장치 및 방법은 복원된 스테레오 신호를 이용하여 비

서라운드 성분을 먼저 복원한 후에, 복원된 비 서라운드 성분을 이용하여 서라운드 성분을 복원한다. 그러므로, 다채널 오

디오 신호를 복원할 때 서라운드 성분과 비 서라운드 성분을 함께 복원할 때 야기될 수 있는 혼선(cross talk)이 제거될 수

있다.

발명의 효과

이상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본 발명에 의한 공간 정보를 이용한 다채널 오디오 신호 처리 장치 및 방법은 다운 믹싱된 스

테레오 신호에 공간 정보를 포함시키며 게다가 사용자의 지각적 특성에 기반하여 부가 정보를 생성하므로 예를 들면, 전력

비와 위상비를 이용하여 부가 정보를 생성하므로 적은 량의 부가 정보만으로도 업 믹싱할 수 있고 주 부호화부(10)로부터

주 복호화부(12)로 전송할 부가 정보의 데이타량을 줄여, 채널의 압축 효율 즉, 전송 효율을 극대화시킬 수 있고, 종래의

SAC와 달리 서라운드 성분을 없애지 않고 스테레오 신호에 포함시키므로 복원된 다채널 오디오 신호를 통해 스테레오 스

피커만으로 다채널의 효과를 느낄 수 있도록 하는 등 실감나는 음질을 제공할 수 있고, 종래의 BCC를 대체할 수 있으며,

다채널 오디오 시스템에서 스피커의 위치를 고려하여 효율적으로 표현된 역 공간 정보를 이용하여 오디오 신호를 복호화

하므로 최적의 음질을 제공할 수 있고, 크로스톡(crosstalk)을 제거할 수 있는 잇점을 갖는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에 의한 오디오 신호 처리 장치의 블럭도이다.

도 2는 본 발명에 의한 오디오 신호 처리 방법을 설명하기 위한 플로우차트이다.

도 3은 도 1에 도시된 주 부호화부의 본 발명에 의한 바람직한 실시예의 블럭도이다.

도 4는 도 2에 도시된 제20 단계의 본 발명에 의한 바람직한 실시예를 설명하기 위한 플로우차트이다.

도 5는 다채널 오디오 신호를 설명하기 위한 도면이다.

도 6은 도 3에 도시된 다운 믹싱부의 본 발명에 의한 실시예의 블럭도이다.

도 7은 도 1에 도시된 주 복호화부의 본 발명에 의한 실시예의 블럭도이다.

도 8은 도 2에 도시된 제22 단계에 대한 본 발명에 의한 실시예를 설명하기 위한 플로우차트이다.

도 9는 도 7에 도시된 업 믹싱부의 본 발명에 의한 실시예의 블럭도이다.

도 10은 도 3에 도시된 부가 정보 생성부의 본 발명에 의한 일 실시예의 블럭도이다.

도 11은 도 9에 도시된 연산부의 본 발명에 의한 일 실시예의 블럭도이다.

도 12는 도 9에 도시된 연산부의 본 발명에 의한 다른 실시예의 블럭도이다.

도면

도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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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

도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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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4

도면5

도면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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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7

도면8

도면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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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0

도면11

도면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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