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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음성 신호를 부호화할 때 잡음 대체를 신호로 알리는 방법에 있어서, 시간-도메인 음성 신호는 처음에 스펙트럼 값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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얻기 위하여 주파수 도메인으로 변환된다. 스펙트럼 값들은 스펙트럼 값들의 그룹들을 형성하기 위하여 잇달아 서로 함
께 분류된다. 스펙트럼 값들의 그룹이 잡음성 그룹인지 아닌지를 확정하는 검출에 근거하여, 코드북은 코드북의 리던던
시 부호화를 위한 코드북 번호에 의하여 비-잡음성 혹은 음색 그룹에 할당된다. 만약 그룹이 잡음성이면, 코드북을 조
회하지 않는 신호로 이 그룹이 잡음성이며 따 라서 리던던시 부호화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리기 위하여 부가적 코드
북 번호는 그룹에 할당된다. 스펙트럼 값들의 잡음성 그룹들을 위한 허프먼 코드북 번호에 의하여 잡음 대체를, 리던던
시 부호화될 필요가 없는 배율 밴드들로 구성된 것 예를들면 섹션들에 신호로 알림으로써, 기본 부호화 구조와 간섭해
야 할 필요없이 그리고 현존하는 비트 흐름 통어법의 구조와 간섭할 필요없이 MPEG-2 Advanced Audio Coding (A
AC) Standard의 비트 흐름 통어법으로 배율 밴드에서 잡음 대체의 존재를 가리키도록 기회가 제공된다.
    

색인어
음성 신호, 부호화

명세서

    기술분야

발명은 음성 부호화 방법들에 관한 것으로, 특히 고품질 음성 신호들의 데이터 축소 표시를 위하여, MPEG-1, MPEG
-2, MPEG-2 AAC의 예와 같은 표준 ISO/MPEG에 따른 음성 부호화 방법에 관한 것이다.

    배경기술

    
화상 전문가 그룹(Moving Picture Expert Group ;MPEG)으로도 알려진 표준화 본부 ISO/IEC JTC1/SC29/WG11 
는 저 데이터 비율을 위한 디지털 영상 및 음성 부호화 계획을 제정하기 위하여 1988년에 창설되었다. 1992년 11월에 
첫 명세서 형태가 표준 MPEG-1으로 완성되었다. ISO 11172-3에서 제정된 MPEG-1에 따른 음성 부호화 체계는 한
-채널 혹은 두-채널 스테레오 모드에서 32KHz, 44.1KHz 및 48KHz의 샘플링 주파수에서 동작한다. 표준 MPEG-
1 레이어 Ⅱ는 국제 통신 연합에 의해 제정된 것과 같은 채널당 128kb/s의 데이터 속도로 라디오 음질을 전달한다.
    

    
그 두 번째 발전 형태에 있어서, MPEG의 목표는 거꾸로 현존의 MPEG-1체계와 호환될 수 있는 MPEG-1 음성을 위
한 다중채널 확장을 규정하는 것이었고, 또한 음성 부호화 표준을 MPEG-1에서 보다 낮은 샘플링 주파수들(16KHz, 
22.5KHz, 24KHz)에서 규정하는 것이었다. 역 호환가능한 표준(MPEG-2 BC) 및 낮은 샘플링 주파수들 (MPEG-2 
LSF)에 있어서의 표준은 1994년 11월에 완성되었다. MPEG-2 BC는 5 채널에 대하여 최대 밴드폭으로 640-896 k
b/s의 데이터 속도에서 좋은 음질을 전달한다. 1994년 이후로 MPEG-1과 역 호환성이 필요하다면 MPEG-2 음성 표
준화 위원회는 얻어질 수 있는 것 보다 높은 음질을 가진 다중 채널 표준을 규정할려고 노력해 오고 있었다. MPEG-2
에 의하면 이 비-역-호환 가능한 음성 표준은 MPEG-2 NBC에 의해 나타내진다. 이 개발의 목적은 384kb/s 이하의 
데이터 속도에서 각 채널이 최대 밴드폭을 갖는 5-채널 음성 신호들에 대하여 ITU-R 요건들에 따른 라디오 음질을 
얻는 것이다. 음성 부호화 표준 MPEG-2 NBC는 1997년 4월에 완성되었다. 계획안 MPEG-2 NBC는 이미 계획된 음
성 표준 MPEG-4의 핵심이 될 것이며, 이 MPEG-4는 보다 높은 데이터 속도(채널당 40 kb/s 초과)를 가질 것이다. 
NBC 혹은 비-역 호환 가능한 표준은 매우 낮은 데이터 속도에서 라디오 음질을 갖는 음성 부호화를 달성하기 위하여 
예측 기술과 리던던시 축소 허프먼 부호화(redundancy reducing Huffman)의 고 해상도 필터 뱅크의 부호화 효율을 
겸비한다. 표준 MPEG-2 NBC는 또한 MPEG-2 NBC AAC (AAC = Advanced Audio Coding)로 표시된다. MPEG
-2 AAC의 기술 내용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M. Bosi, K. Brandenburg, S. Quackenbush, L. Fiedler, K. Akagiri, 
H. Fuchs, M. Dietz, J. Herre, G. Davidson, Yoshiaki Oikawa: 'ISO/IET MPEG-2 Advanced Audio Coding', 1
01st AES Convention, Los Angeles 1996, preprint 4382에서 발견할 수 있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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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적인 음성 부호화 방법들은 음성 신호들로부터 리던던시들 (redundancies)과 무관한 것들(irrelevancies) 둘 다
를 제거한다. 음성 샘플링값과 대표 샘플링값의 통계 사이의 상호관계들은 리던던시들을 제거하도록 활용된다. 인간의 
청각 체계의 특성들을 감추고 있는 주파수 도메인 및 시간 도메인은 알아챌 수 없는 신호 내용(무관한 것들)을 제거하
도록 활용된다. 음성 신호의 주파수 내용은 필터 뱅크에 의하여 서브밴드들로 나뉘어진다. 데이터 속도 감소는 정신음
성학적 모델들에 따른 시간-도메인 신호의 스펙트럼을 양자화함으로써 달성되고, 손실없는 부호화 방법을 포함할 수도 
있다.
    

    
일반적으로 말해서, 시간-연속 음성 신호는 시간-이산 음성 신호을 얻도록 샘플링된다. 시간-이산 음성 신호는 윈도
우 기능에 의하여 윈도우되어 윈도우된 시간-이산 샘플값들의 어떤 숫자 예를들면 1024를 가진 연속적인 블록들 혹은 
프레임들을 얻는다. 각 블록의 윈도우된 시간-이산 샘플 음성 신호는 주파수 도메인으로 차례로 변환되며, 이는 예를들
어 변조된 이산 코사인 변환(MDCT)을 이용하여 달성될 수도 있다. 이런식으로 얻어진 스펙트럼 값들은 아직 양자화되
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을 양자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기서 주목표는 스펙트럼 데이터를 양자화 잡음이 양자화된 신
호들 그 자체에 의해 차폐되거나 감춰지는 그러한 방식으로 양자화하는 것이다. 이것은 사람 귀의 독특한 특성을 고려
하여 관련된 음성 신호에 종속하는 차폐 문턱을 계산하는 MPEG AAC 표준에서 설명된 정신음성학 모델의 도움으로 
성취된다. 스펙트럼 값들은 도입되어 양자화된 잡음이 감춰지고 그래서 들을 수 없는 상태로 이제 양자화된다. 그러므
로 양자화는 어떤 들을 수 있는 잡음으로 귀착되지는 않는다.
    

    
NBC 표준에서는 소위 비-균등 양자화기가 사용된다. 부가적으로, 양자화 잡음을 형상화하는 방법이 사용된다. 이전의 
표준들과 같이 NBC 법은 스펙트럼 계수들 그룹들의 개별적 증폭을 이용한다. 이는 배율 밴드들(scale factor bands)
로 알려져 있다. 가능한 한 효과적으로 동작하기 위하여, 양자화 잡음을 가능한 한 사람의 청각 체계의 주파수 그룹들에 
가장 가깝게 바탕을 둔 장치들로 형상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식으로 주파수 그룹들의 밴드폭을 매
우 밀접하게 반영하는 스펙트럼값들을 함께 분류하는 것이 가능하다. 각각의 배율 밴드들은 1.5dB의 스테이지들(stag
es)에서의 배율들에 의하여 증폭될 수 있다. 잡음 형상화 (noise shaping)는 증폭된 계수들이 보다 큰 진폭들을 가지
기 때문에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일반적으로 그들은 양자화 후에 보다 큰 신호대잡음비를 갖는다. 반면에, 보다 큰 진폭
들은 부호화를 위하여 보다 많은 비트들을 필요로한다. 즉, 배율 밴드들 간의 비트 분배는 내재적으로 변경된다. 배율들
을 통한 증폭은 물론 복호기에서 보정되어야 한다. 이런 이유로 1.5dB 단계들(steps)의 장치에서의 배율들에 저장된 
증폭 정보는 측면 정보로서 복호기에 전달되어야만 한다.
    

    
배율 밴드들에서 배율들을 통하여 가능한 한 증폭된 스펙트럼값들의 양자화 후에, 스펙트럼 값들 자체는 부호화되어야 
한다. 그래서 무잡음 부호화 모듈로의 입력 신호는 예를 들어 양자화된 스펙트럼 계수들 1024의 집합이다. 양자화된 
스펙트럼 계수들 1024의 집합들은 무잡음 부호화 모듈에 의하여 단일 허프먼 코드북(a single Huffman codebook)이 
각 섹션을 부호화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방식으로 '섹션들'로 분할된다. 부호화 효율의 이유들 때문에 스펙트럼의 각 섹
션에 대하여 배율 밴드들에 있어서의 섹션의 길이와 섹션에 사용되는 허프먼 코드북 번호 둘 다는 측면 정보로서 전달
되어야만 하는 만큼 섹션 경계들은 배율 밴드 경계들에서 오로지 존재할 수 있다.
    

섹션들의 형성은 동적이고 양자화된 스펙트럼 계수들의 총집합을 나타내는데 필요한 비트들의 수가 최소화되는 형태로 
전형적으로 블록에서 블록으로 변한다. 허프먼 부호화는 양자화된 계수들의 n개의 요소로 된 집합들을 나타내는데 사용
되고, 허프먼 코드는 12코드북들 중의 하나로부터 얻어진다. 각 허프먼 코드북과 각 코드북에 대하여 각각 n개의 요소
로 된 집합에 있는 계수들의 수에 의해 표시될 수 있는 양자화된 계수들의 절대값은 연역적으로 열거된다.

    
그래서 섹션들을 형성하는 요점은, 한 섹션에 대해 단일 허프먼 코드북으로, 가능한 최고의 부호화 이득을 얻도록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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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신호 통계들을 갖는 영역들을 함께 분류하는데 있다. 부화화 이득은 일반적으로 부호화 전의 비트들과 부호화 후의 
비트들의 비율로서 정의된다. NBC법에 대해 사용되는 비트 흐름 통어법으로 열거된 코드북 번호에 의하여, 12 허프먼 
코드북들의 하나, 즉 특정 섹션에 대하여 최고의 부호화 이득을 가능하게 하는 하나가 참조된다. 이 응용에서 '코드북 
번호'라는 표현은 그래서 코드북 번호를 위해 지정된 비트 흐름 통어법에서의 장소를 가리키도록 예정된 것이다. 이진
법으로 11개의 다른 코드북 번호들을 부호화하기 위하여, 4개의 비트들이 요구된다. 각 섹션에 대하여, 즉 각 그룹의 
스펙트럼 값들에 대하여, 이들 4 비트들은 복호기를 인에이블하여 복호화를 위한 정확하고도 적절한 코드북을 선택하도
록 하는 측면 정보(side information)로서 전달되어야만 한다.
    

    
최근에 관심을 불러일으켜온 또 다른 하나의 기술이 '잡음 대체'의 기술인데, 그 양상이 도날드 슐츠(Donald Schultz)
: '잡음 대체에 의한 음성 코덱스 (Codecs)의 개선', Journal of the Audio Eng. Soc., Vol. 44, No. 7/8, pp. 593-
598, July/August 1996 에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다.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종래의 음성 부호화 알고리즘은 결정적
으로 데이터 비율 혹은 전달되는 비트들의 수를 줄이기 위하여 정규적으로 사람 귀의 마스킹 효과를 이용한다. 그래서 
마스킹은 스펙트럼 값들로서 하나 이상의 주파수 성분들을 낮은 레벨들을 갖는 들을 수 없는 다른 성분들로 만드는 것
을 의미한다. 이 효과 두가지 방식으로 이용될 수 있다. 첫 번째로, 다른 성분들에 의해 마스크되는 음성 신호 성분들은 
부호화되지 않아야 한다. 두 번째로, 설명된 것처럼 양자화를 통한 잡음의 도입은 이 잡음이 원래 신호의 성분들에 의해 
감춰지면 허용할 수 있다.
    

    
잡음 신호들과 함께 사람의 청각 체계는 시간에 따른 그런 신호의 정확한 변화를 검출할 수 없다. 결론으로서, 보통 알
고리즘에서들에서는 실질적으로 사람 귀에 무관한 백색 잡음의 파형 까지도 부호화되었다. 특별한 조치들이 취해지지 
않는다면, 사람 귀를 고려하여 잡음성 신호들을 부호화하는 것은 들을 수 없는 정보에 대해 높은 비트율들을 필요하게 
한다. 그러나, 만약 신호들의 잡음성 성분들이 검출되고 그 검출된 잡음 레벨에서 정보와 함께 부호화되면, 그들의 주파
수 범위 혹은 존속기간, 그런 과잉 부호화는 감소될 수 있으며, 이는 매우 상당한 비트 절약으로 귀착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잡음 신호들의 인식이 기초적으로 그들의 스펙트럼 구성에 달려있으며 실제의 파형에 달려있지 않음을 가리키
는, 정신음성학의 과학에 의해 실증된다. 그러므로, 이 것은 음성 신호들의 데이터 축소에 잡음 대체 기술을 사용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그래서 부호기는 음성 신호의 전체 스펙트럼에서 유사 잡음 혹은 잡음성 스펙트럼 값들을 찾거나 인식하는 일에 직면하
게 된다. 잡음성 스펙트럼 값들의 한 정의는 다음과 같다: 신호 성분이 사람의 청각 체계에 대하여 들을 수 있는 차이들 
없이 잡음 대체법에 의해 재구성될 수 있는 방식으로, 그 레벨, 그 주파수 범위 및 그 존속기간에 의해 그 것이 특징지
어질 수 있으면, 이 신호 성분은 잡음으로서 분류된다. 이 특성의 검출은, 마지막으로 인용된 출판물에서 설명된 바와 
같이, 주파수 도메인 혹은 시간 도메인 둘 중 어느 한 쪽에서 수행될 수 있다. 가장 간단한 방법은 예를 들면 음색의 즉 
비-잡음성 성분들을 시간-주파수 변환을 이용하여 그리고 연속적인 시간-도메인 스펙트럼들에서 변동이 없는 피크들
을 추종하여 검출하는데 있다. 이들 피크들은 음색적인 것으로 설명되고, 그밖에 모든 것들은 잡음성으로 설명된다. 하
지만, 이것은 상대적으로 조잡한 잡음 검출을 나타낸다. 잡음성과 음색의 스펙트럼 성분들 간을 구분하는 또 다른 하나
의 가능성은 연속적인 블록들에서 스펙트럼 값들에 대한 예보기를 사용하는 것이다. 여기서 예보는 한 스펙트럼에서 다
음 스펙트럼 즉 그 다음 시간-도메인 블록 혹은 프레임에 할당된 스펙트럼으로 수행된다. 예보된 스펙트럼 값이 변환에 
의해 실제로 확인된 다음 시간-도메인 블록 혹은 프레임의 스펙트럼 값과 다르지 않거나 혹은 단지 약간 다르다면, 이 
스펙트럼 값은 음색의 스펙트럼 성분을 나타내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로부터 음조 측정μ은 추리될 수 있으며, 그 값은 
음색성 및 잡음성 스펙트럼 값들 사이를 구분하기 위한 결정의 기초를 형성한다. 그러나, 이 검출법은 단지 엄격하게 정
지된 신호들에 대해서만 적합하다. 그것은 그들의 주파수들이 시간의 함수로서 미약하게 변하는 사인 신호들을 포함하
는 상황들을 검출하지 못한다. 그러한 신호들은 예를들어 진동음들과 같은 음성 신호들에서 종종 나타나며, 이들이 잡
음성 성분으로 대체될 수 없는 것은 당업자에게 자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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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음성 신호들을 더 검출할 가능성은 시간 도메인에서 예보에 의한 잡음 검출에 있다. 적응된 필터는 여기서, 그 기술분
야에서 충분히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선형적인 예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시간에 따라 사용될 수 있는, 예보기로서 사용에 
적합하다. 종전의 음성 신호들은 제공되고 출력 신호는 현제의 음성 샘플링 값과 비교된다. 예보 오류가 작으면 음조는 
추정될 수 있다. 다른 주파수 영역들의 특성을 결정하기 위하여, 즉 스펙트럼 영역에서 스펙트럼 값들의 그룹은 잡음성 
그룹이고, 원래 신호 및 예보된 신호의 시간-주파수 변환들은 실행되어야 한다. 음조 척도는 각 주파수 그룹에 대하여 
원래 값들과 예보된 값들을 서로 비교함으로써 계산될 수 있다. 그리하여 주요한 문제는 예보기의 제한된 동적 범위이
다. 높은 레벨을 갖는 잡음성 주파수 그룹은 나타나는 큰 오류 때문에 예보기를 좌우한다. 음색 성분들을 갖는 다른 주
파수 영역들은 잡음성으로서 해석되기도 한다. 이 문제는, 오류 신호가 정규적으로 원래 신호보다 낮은 레벨을 가지며 
또 하나의 다른 예보기에 의해 재차 제공되며, 그 이후 두 예보된 신호들이 함께 합쳐지는, 반복하는 알고리즘을 사용함
으로써 완화된다. 추가적인 방법들이 슐츠의 간행물에서 설명된다.
    

    
현재 잡음성으로 분류된 스펙트럼 값들의 그룹은 양자화되지 않고 정규적으로 있는 일인 것처럼 엔트로피-부호화되거
나 혹은 리던던트-부호화된 형태(예를 들면, 허프먼 코드북에 의하여)로 수신기로 전달된다. 대신에, 단지 잡음 대체와 
잡음성 그룹의 스펙트럼 값들의 에너지 척도를 가르키는 동일함은 측면 정보로서 전달된다. 그래서 수신기에서 전달된 
에너지를 갖는 무작위한 값들(잡음)이 대체된 계수들을 대신하여 넣어진다. 그래서 잡음성 스펙트럼 값들은 상응하는 
에너지 척도를 갖는 무작위한 스펙트럼 값으로 대체된다.
    

한 그룹의 부호들 즉, 복수개의 양자화되고 부호화된 스펙트럼 값들 대신에 단일 항목의 에너지 정보의 전달을 통하여, 
양자화된 스펙트럼 계수들에 대한, 상당한 데이터 절약이 가능하다. 얻을 수 있는 데이터율 절약은 신호에 의존한다는 
것은 분명하다. 신호가 매우 낮은 잡음 내용 즉, 매우 적은 잡음성 그룹들을 가지거나 혹은 과동적 특성들을 가지면, 가
능한 데이터율 절약은 매우 많은 잡음성 그룹들을 갖는 매우 잡음 많은 신호들이 부호화될 때 보다 작아질 것이다.

시초에 설명된 표준 MPEG-2 진보된 음성 부호화(AAC)는 잡음 대체의 가능성을 보장하지 않은다. 그래서 상당한 데
이터율 절약들은 현재의 표준들에서 가능하지 않다.

기본 부호화 구조나 현존하는 비트 흐름 통어법의 구조 중 어느 하나도 영향을 받지않는 방식으로 잡음 대체의 가능성
들을 포함하기 위하여 현존하는 표준 MPEG-2 AAC의 범위를 확장하는 것이 본 발명의 목적이다.

    
본 발명의 첫 번째 관점에 따라서, 이 목적은 스펙트럼 값들을 얻기 위하여 시간-도메인 음성 신호를 주파수 도메인으
로 변환하는 단계; 스펙트럼 값들의 그룹들을 형성하기 위하여 상기 스펙트럼 값들을 분류하는 단계; 스펙트럼 값들의 
그룹이 잡음성 그룹인지를 검출하는 단계; 만약 그룹이 잡음성이 아니면, 복수개의 코드북들로부터 한 코드북을 비-잡
음성 그룹의 리던던시 코드화에 할당하여, 상기 그룹에 할당된 코드불이 코드북 번호에 의하여 조회하는 단계; 및 만약 
그룹이 잡음성이면, 이 그룹이 잡음성이고 따라서 리던던시 부호화되지는 않는 다는 것을 신호로 알리기 위하여, 코드
북을 조회하지 않은 부가적인 코드북 번호를 이 그룹에 할당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음성 신호를 부호화할 때 잡음 대체
를 신호로 알리는 방법에 의하여 달성된다.본 발명의 두 번째 관점에 따라서, 이 목적은 위에서 요약된 본 발명의 첫 번
째 관점의 방법에 따른 잡음 대체를 신호로 알리는 단계; 잡음성 그룹의 에너지 척도를 계산하는 단계; 에너지의 척도를 
상기 그룹에 할당된 측면 정보에 넣는 단계; 부가적인 코드북 번호를 상기 그룹에 할당된 측면 정보에 넣는 단계; 어떤 
양자화 혹은 부호화도 잡음성 그룹들에 대하여는 일어나지 않는 까닭에, 비-잡음성 그룹들을 양자화하는 단계 및 상기 
양자화된 비-잡음성 그룹들을 조회되는 코드북을 이용하여 코드북 번호에 의하여 부호화하는 단계; 및 양자화되고 부
호화된 비-잡음성 그룹들 및, 잡음성 그룹들에 대하여, 잡음성 그룹들의 스펙트럼 값들의 에너지의 척도 및 잡음성 그
룹들을 신호로 알리는 부가적인 코드북 번호를 구비한 비트 흐름을 형성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음성 신호 부호화 방법
에 의하여 달성된다.본 발명의 세 번째 관점에 따라서, 이 목적은 비트 흐름을 수신하는 단계; 코드북 번호에 의하여 가
리켜지는 코드북에 기초하여 비-잡음성 그룹들을 리던던시 복호화하는 단계 및 리던던시-복호화되고 양자화된 스펙트
럼 값들을 재양자화하는 단계; 그 그룹에 할당된 부가적인 코드북 번호에 근거하여 스펙트럼 값들의 잡음성 그룹을 확
인하는 단계; 상기 그룹에 할당된 측면 정보에 근거하여 상기 잡음성 그굽에서 상기 스펙트럼 값들의 에너지의 척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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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증하는 단계; 상기 잡음성 그룹에서 자음 스펙트럼 값들의 에너지의 척도는 원래 신호에서 잡음성 그룹의 스펙트럼 
값들의 에너지의 척도와 같은, 상기 잡음성 그룹에 대한 잡음 스펙트럼 값들을 발생하는 단계; 및 복호화된 음성 신호를 
얻기 위하여 상기 재양자화된 스펙트럼 값들과 상기 잡음 스펙트럼 값들을 시간 도메인으로 변환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부호화된 음성 신호를 복호화하는 방법에 의하여 달성된다.
    

    
본 발명은 잡음성 밴드에 대하여 잡음 대체가 수행되는 경우에서 어떤 양자화와 리던던시 부호화 혹은 스펙트럼 값들의 
허프먼 부호화도 수행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찾아내는 데에 기초한다. 대신에, 이미 설명된 바와 같이, 잡음성 그룹에 
대한 잡음 스펙트럼 값들은, 잡음-대체 스펙트럼 값들의 에너지의 척도에 상응하는 상기 스펙트럼 값들의 에너지의 척
도인, 복호기에서 발생된다. 다시 말해서, 어떤 리던던시 부호화도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어떤 코드북들도 잡음성 그룹
들용으로 사용되지 않는다. 결론적으로 코드북 번호, 즉 부호화된 음성 신호의 비트 흐름 통어법에서 대응하는 장소는, 
역시 과잉이다. 비트 흐름 통어법에서 이 장소, 즉 코드북 번호는 이제 본 발명에 따라서 어떤 그룹이 잡음성이고 잡음 
대체가 되기 쉽다는 것을 가르키는데 사용될 수 있다. 또한, 언급되었듯이, 단지 12 코드북들이 관찰된다; 하지만, 비트 
흐름 통어법에서의 장소는 4비트를 제공하며, 이 4비트와 함께 1-15의 번호 범위는 전체적으로 2진법으로 표시될 수 
있으므로, 어떤 코드북들도 지적하지 않는 소위 부가적인 코드북 번호들이 존재한다. 단지 코드북 번호들 0-11은 어떤 
코드북을 가르킨다.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서 코드북 번호 13은 복호기에, 그 측면 정보 내에 코드북 번호 13 즉, 
부가적 코드북 번호를 가지는 그룹은 잡음성 그룹이고 잡음 대체가 되기 쉬웠었다는 것을 신호로 알리는데 사용된다. 
그러나, 당업자에 대하여 부가적이거나 혹은 비어있는 코드북 번호 12, 14 혹은 15가 이용될 수 있다는 것은 자명하다.
    

    
이미 설명되었듯이, 시간-도메인 음성 신호의 주파수 도메인 변환 후에 나타난 스펙트럼 값들은 양자화 잡음의 최적 마
스킹을 이룰 수 있도록 배율 밴드들로 분류될 수 있다. 표준 MPEG-2 AAC에서 몇 개의 배율 밴드들은 또한 섹션들로 
분류될 수 있다. 그래서 대부분 섹션은 배율 밴드들로 구성된다. 이것은 잡음 대체가 항상 완전한 섹션에 대하여, 즉 잡
음 대체가 진행중인지 혹은 진행중이 아닌지에 대하여, 신호로 알려지는 것을 의미한다. 잡음성 배율 밴드들이 양자화
되지 않았다는 사실 때문에, 이들에 대한 어떤 배율도 계산되거나 전달되거나 혹은 부호화되어서는 안된다. 이것은, 잡
음 대체 그 자체를 가리키는 코드북 번호에 부가하여, 또 다른 하나의 장소가 비트 흐름에서 비어있고 다른 목적을 위하
여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서, 대체된 스펙트럼 계수들의 에너지의 척도는 배율 
밴드에 대한 측면 정보에 있어서 배율이 제공되는 장소로 기입된다. 이미 언급된 바와 같이, 잡음 신호들의 인식은 기본
적으로 그들의 스펙트럼 구성에 달려있고 그들의 실제 파형에 달려있지 않다. 잡음성 배율 밴드의 스펙트럼 값들로부터 
잡음성 배율 밴드의 스펙트럼 값들의 에너지 척도가 계산될 수 있다. 이 양은 어떤 필요로하는 부가적 측면 정보 없이 
그리고 비트 흐름 통어법의 구조를 변경할 필요 없이 배율 밴드 대신에 측면 정보에 넣어진다. 전송을 위하여 이 양은 
잡음성 배율 밴드에 있는 스펙트럼 값들의 전체 에너지 혹은 예를 들어 배율 밴드에 있어서의 스펙트럼 값 혹은 스펙트
럼 라인에 정규화되는 평균 에너지 둘 중의 어느 하나일 수 있다. 그러나,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서, 평균 에너지
가 아닌 전체 에너지가 에너지의 척도로서 사용된다.
    

대체된 스펙트럼 값들의 에너지의 척도의 전송을 위하여, 전송된 스펙트럼 데이터의 역 비례축소에 사용된 것과 같은 
분해능이 우선적으로 사용된다. 즉, AAC 표준에서 1.5 dB 의 분해능을 갖는 대수적 비례축소(scaling)에 사용된다. 
Layer-Ⅲ법에 대한 상황과 유사하게, AAC법에서 비-잡음성 즉, 음색의 스펙트럼 함량의 재구성은 a) 비-선형 양자
기의 역 특성을 스펙트럼 라인 (Y = X4/3 )의 양자화된 값 (X)에 적용함 그래서 b) 전달된 배율들(Z= Y × 2 (SF/4) )
에 따른 '역 비례 축소'를 수행함에 의해 이루어진다. 여기서, SF는 각 배율 밴드의 배율이고, Z는 재양자화된 스펙트럼 
값을 나타낸다. 그래서 분해능은 1.5dB에 달한다.

본 발명에 따른 음성 신호를 부호화할 때 잡음 대체를 신호로 알리기 위한 방법에 있어서, 거기서 어떤 배율도 잡음성 
배율 밴드에 필요하지 않고, 대체된 스펙트럼 값의 에너지의 척도가 대신에 이용되며, 동일한 부호화 법칙들이 대체된 
스펙트럼 값들의 에너지의 척도에 이용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배율에 사용되었을 것이다. 이것은 AAC 부호기에서 이미 
입수할 수 있는 수단들의 유익한 용도를 구성하며 어떤 부가의 측면 정보를 요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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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음 대체를 신호로 알리기의 더 유익한 응용이 스테레오 음성 신호들에 대하여 생긴다. 사람 귀는, AAC에서 '채널 쌍'
으로 불리우는, 한쌍의 스테레오 채널들의 신호들 혹은 채널들(좌 및 우) 사이의 상관관계를 어느 정도로 인식할 수 있
다. 이런 이유 때문에 채널 쌍의 두 치환되거나 대체된 잡음 신호들 사이의 상관관계는 잡음 대체의 경우에 있어서 원래 
신호의 상관관계와 마찬가지로 유사해야 한다. 같은 중간 주파수를 가지는 좌측 및 우측 채널의 배율 밴드들은 잡음성
이 검출되면 둘 다 잡음 대체될 수 있다. 두 채널 모두 잡음-대체되고 더 이상의 조치들이 취해지지 않으면, 부호기에
서 무작위하게 발생된 잡음 스펙트럼 값들은 물론 원래 음성 신호에서와 같은 총 에너지를 가질 것이지만, 그들은 무작
위 발생 때문에 완전히 무상관관계로 된다. 이것은 어떤 환경에서 가청 오류로 될 수 있다. 이를 피하기 위하여, 좌측과 
우측 채널의 잡음성 배율 밴드들의 완전한 상관관계에 대응하는, 두 채널들에 대하여 배율 밴드의 동일하고 무작위하게 
발생된 잡음 스펙트럼 값들을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실시예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르면, 다음 절차는 이 경우에 채택된다: 각 채널 쌍에 대하여 AAC 표준에 표준 그자체
에 있어서 'ms_used'로 표시되는 소위 중간/가장자리 마스크 (M/S 마스크)가 존재한다. 이 M/S 마스크는 M/S 스테
레오 부호가 이용되어 왔는지를 밴드 마다 가리키는 비트 벡터인데, 이는 당업자에게 알려져 있으며 J.D. Johnston, A.
J. Ferreira: 'Sum-Difference Stereo Transform Coding' IEEE ICASSP 1992, pp. 569-571 및 또한, MPEG-
AAC Standard에 소개 양식으로 기재되어 있다. M/S 마스크는 수많은 비트들로 구성되고, 그 비트 각각은 배율 밴드
에 할당된다. 만약 M/S 부호화가 배율 밴드에 이용된다면, M/S 부호화를 복호기에 전하는 신호 비트는 측면 정보의 M
/S 마스크에 설정된다. 그러나, 만약 잡음성 배율 밴드가 배율 밴드들의 동일한 중간 주파수에 대하여(L과 R에 대하여) 
좌측과 우측 채널에서 검출된다면 분명히 어떤 중간/측면 부호화도 일어나지 않는다. 그래서, 이 배율 밴드에 대한 M/
S 비트는, 코드북 번호 및 배율 처럼, 그밖에 무엇인가에 신호로 알리기 위한 비트 흐름 통어법에 따른 비트 흐름에 이
용될 수 있다. 이 경우에 M/S 마스크에서 비트는, 정상적인 경우에 대응하곤 하는, 독립 잡음 스펙트럼 값들 혹은 잡음 
벡터들이 좌우 채널에 대하여 발생되어야 하는지를, 혹은 좌우 채널 둘 다에 대하여 동일한 잡음 벡터가 잡음성 배율 밴
드에서 사용되어야하는 지를 가르키도록 양 채널의 잡음성 배율 밴드용으로 사용될 수 있다.
    

    산업상 이용 가능성

    
업자에게 잘 알려진 바와 같이, 비-잡음성 배율 밴드들의 경우에 배율들은 다른 부화화에 의하여 부호화될 수 있다. 연
이은 배율 밴드에서 대응하는 배율에 대하여 단순히 이값과 앞선 값 사이의 차를 제외하고는 배율의 전체값을 다시 부
호화할 필요는 없다. 이 것이 차이 부호화라고 불린다.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서 이 차이 부호화는 잡음성 배율 
밴드에서 스펙트럼 함량의 에너지의 척도를 부호화하는데 마찬가지로 이용된다. 결과로서 에너지의 총 척도는, 비트 절
약의 기회를 다시 제공하는, 현재의 척도와 앞선 척도 사이의 차만을 제외하고는 연이은 배율 밴드에 대하여 다시 부호
화될 필요는 없다. 최초의 시작값은 항상 이용될 수 있어야만 하는 것은 자명하다; 그러나, 이것 또한 시초에 결정된 고
정된 값일 수도 있다. 그러므로 이 차 부호화의 방법은 특히 프레임들의 연속적인 배율 밴드들이 잡음성일 때 유익하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정정) 스펙트럼 값들을 얻기 위하여 시간-도메인 음성 신호를 주파수 도메인으로 변환하는 단계;

스펙트럼 값들의 그룹들을 형성하기 위하여 상기 스펙트럼 값들을 분류하는 단계;

스펙트럼 값들의 그룹이 잡음성 그룹인지를 검출하는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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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그룹이 잡음성이 아니면, 복수개의 코드북들로부터 한 코드북을 비-잡음성 그룹의 리던던시 코드화에 할당하여, 
상기 그룹에 할당된 코드북이 코드북 번호에 의하여 조회하는 단계; 및

만약 그룹이 잡음성이면, 이 그룹이 잡음성이고 따라서 리던던시 부호화되지는 않는 다는 것을 신호로 알리기 위하여, 
코드북을 조회하지 않은 부가적인 코드북 번호를 이 그룹에 할당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음성 신호를 부호화할 때 잡음 
대체를 신호로 알리는 방법.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스펙트럼 값들의 그룹들은 섹션들이고, 하나의 코드북 번호가 비-잡음성 섹션들에 할당되며 부가적인 코드북 번
호는 잡음성 섹션들에 할당되는 음성 신호를 부호화할 때 잡음 대체를 신호로 알리는 방법

청구항 3.

제2항에 있어서,

섹션은 하나 이상의 배율 밴드를 가지고, 각 배율 밴드는 그 것에 할당된 배율을 가지며; 그리고 잡음성 배율 밴드의 경
우에 있어서, 잡음성 배율 밴드에서의 스펙트럼 값들의 에너지의 척도는 배율 대신에 부호화되는 음성 신호를 부호화할 
때 잡음 대체를 신호로 알리는 방법

청구항 4.

제3항에 있어서,

잡음성 그룹에서 스펙트럼 값들의 에너지의 척도는 배율 밴드에서 같고 기준값에 정규화된 것의 평균 에너지인 음성 신
호를 부호화할 때 잡음 대체를 신호로 알리는 방법.

청구항 5.

제3항에 있어서,

상기 에너지의 척도는 잡음성 배율 밴드에서 스펙트럼 값들의 총 에너지인 음성 신호를 부호화할 때 잡음 대체를 신호
로 알리는 방법.

청구항 6.

제3항 또는 제4항에 있어서,

상기 동일한 비례 축소는 잡음성 배율 밴드가 아닌 배율 밴드의 배율을 부화화하는데 정규적으로 사용되는 것 처럼 배
율 밴드에서 잡음성 스펙트럼 값들의 에너지의 척도를 부호화하는데 사용되는 음성 신호를 부호화할 때 잡음 대체를 신
호로 알리는 방법.

청구항 7.

(정정) 제3항에 있어서,

잡음성 배율 밴드들에서 스펙트럼 값들의 에너지의 척도의 부호화하기는 차이 부호화하기인 음성 신호를 부호화할 때 
잡음 대체를 신호로 알리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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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8.

(정정)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음성 신호는 스테레오 음성 신호이고;

상기 음성 신호의 두 채널들의 중간/측면 부호화하기는 중간/측면 마스크에 의해 그룹 마다 가리켜지며;

그리고 상응하는 주파수들을 갖는 양 채널들의 잡음성 그룹들의 경우에 있어서, 부호화된 음성 신호를 복화화할 때 다
르거나 혹은 같은 잡음 스펙트럼 값들이 양 채널들용으로 사용되어야 하는지가 중간/측면 마스크에 의해 가리켜질 수 
있는 음성 신호를 부호화할 때 잡음 대체를 신호로 알리는 방법.

청구항 9.

(정정) 제1항에 있어서,

스펙트럼 값들의 그룹이 잡음성 그룹인지를 검출하는 것은 시간-도메인 음성 신호에 의하여 수행되거나 혹은 시간-도
메인 음성 신호의 스펙트럼 값들에 의하여 수행되거나 혹은 시간-도메인 음성 신호와 시간-도메인 음성 신호의 스펙
트럼 값들 둘 다에 의하여 수행되는 음성 신호를 부호화할 때 잡음 대체를 신호로 알리는 방법.

청구항 10.

(정정) 스펙트럼 값들을 얻기 위하여 시간-도메인 음성 신호를 주파수 도메인으로 변환하는 서브 단계;

스펙트럼 값들의 그룹들을 형성하기 위하여 상기 스펙트럼 값들을 함께 분류하는 서브 단계;

스펙트럼 값들의 그룹이 잡음성 그룹인지를 검출하는 서브 단계;

만약 그룹이 잡음성이 아니면, 복수개의 코드북들로부터 한 코드북을 비-잡음성 그룹의 리던던시 코드화에 할당하여, 
상기 그룹에 할당된 코드북이 코드북 번호에 의하여 조회하는 서브 단계; 및

만약 그룹이 잡음성이면, 이 그룹이 잡음성이고 따라서 리던던시 부호화되지는 않는 다는 것을 신호로 알리기 위하여, 
코드북을 조회하지 않은 부가적인 코드북 번호를 이 그룹에 할당하는 서브 단계; 들에 의하여 잡음 대체를 신호로 알리
는 단계;

잡음성 그룹의 에너지 척도를 계산하는 단계;

에너지의 척도를 상기 그룹에 할당된 측면 정보에 넣는 단계;

부가적인 코드북 번호를 상기 그룹에 할당된 측면 정보에 넣는 단계;

어떤 양자화 혹은 부호화도 잡음성 그룹들에 대하여는 일어나지 않는 까닭에, 비-잡음성 그룹들을 양자화하는 단계 및 
상기 양자화된 비-잡음성 그룹들을 조회되는 코드북을 이용하여 코드북 번호에 의하여 부호화하는 단계; 및

양자회되고 부호화된 비-잡음성 그룹들 및, 잡음성 그룹들에 대하여, 잡음성 그룹들의 스펙트럼 값들의 에너지의 척도 
및 잡음성 그룹들을 신호로 알리는 부가적인 코드북 번호를 구비한 비트 흐름을 형성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음성 신호 
부호화 방법.

청구항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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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 흐름을 수신하는 단계;

코드북 번호에 의하여 가리켜지는 코드북에 기초하여 비-잡음성 그룹들을 리던던시 복호화하는 단계 및 리던던시-복
호화되고 양자화된 스펙트럼 값들을 재양자화하는 단계;

그 그룹에 할당된 부가적인 코드북 번호에 근거하여 스펙트럼 값들의 잡음성 그룹을 확인하는 단계;

상기 그룹에 할당된 측면 정보에 근거하여 상기 잡음성 그룹에서 상기 스펙트럼 값들의 에너지의 척도를 확증하는 단계
;

상기 잡음성 그룹에서 잡음 스펙트럼 값들의 에너지의 척도는 원래 신호에서 잡음성 그룹의 스펙트럼 값들의 에너지의 
척도와 같은, 상기 잡음성 그룹에 대한 잡음 스펙트럼 값들을 발생하는 단계; 및

복호화된 음성 신호를 얻기 위하여 상기 재양자화된 스펙트럼 값들과 상기 잡음 스펙트럼 값들을 시간 도메인으로 변환
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부호화된 음성 신호를 복호화하는 방법.

청구항 12.

제11항에 있어서,

상기 잡음 스펙트럼 값들의 합계된 에너지가 원래 음성 신호의 잡음성 그룹의 스펙트럼 값들의 에너지 척도에 대응하도
록, 상기 잡음 스펙트럼 값들이 무작위 숫자들을 발생시킴으로써 얻어지거나 혹은 표로부터 무작위 숫자들을 받음으로
써 얻어지는 부호화된 음성 신호를 복호화하는 방법.

청구항 13.

(정정) 제11항에 있어서,

스테레오 음성 신호들에 대한 중간/측면 마스크의 내용에 의존하면서, 상기 두 채널들에 상응하는 잡음성 그룹들에 대
한 동일한 잡음 스펙트럼 값들을 이용하거나 혹은 상기 두 채널들에 대한 잡음 스펙트럼 값들의 두 독립적인 그룹들을 
생성하여 스테레오 음성 신호들에 대하여 중간/측면 마스크를 분석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부호화된 음성 신호를 복
호화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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