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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오디오 기술

음악 및 음성 신호의 융합 압축 기술
(Unified coding scheme of speech and music)

□ 오은미 / 삼성전자 수석 연구원

요약

USAC는 디지털 라디오, 모바일 TV, 그리고 오디오 북과 같

오디오와 음성 압축 기술적 근간은 서로 다르지만, 최근의

은 사용자 시나리오에서 사용될 확률이 높아 보인다. 또한,

모바일 멀티미디어 기기 시장의 컨버전스 현상에 따라 압축

USAC는 배경 잡음이나 배경 음악이 있는 경우에도 성능이

하고자 하는 신호가 혼용되고 있으며, 비슷한 목표 전송률과

우수하기 때문에 YouTube 및 podcast 등과 같이 사용자가

음질로 수렴하고 있다. 현재는 동일 기기에서 서로 다른 압

콘텐츠를 생성할 때도 유용하게 사용 될 수 있다.

축 기술을 적용하고 있으나, 음성과 음악이 동시에 서비스
되는 멀티미디어 기기에서는 단일 압축 방식으로 처리하고
자 하는 이슈가 부각되고 있다. 특히, 스마트 폰 및 음악 콘
텐츠 포탈 서비스의 대중화를 고려할 때, 음성 및 음악 신호
모두를 효율적으로 압축하는 음악 및 음성 신호의 융합 압축

Ⅰ. 서 론

기술이 더욱 필요해 보인다.
본 고에서는 MPEG 오디오 그룹에서 가장 최근 진행한

멀티미디어 기기의 시장에서 “융합(Conver-

Unified Speech and Audio Coding(USAC)의 탄생 배경 및 표

gence)”이라는 단어가 생소하지 않게 되고 있다.

준화 현황을 소개한다. USAC는 64kbps 이하에서 기술적으

방송/통신의 융합과 다양한 멀티미디어 서비스의

로 최고 성능을 지닌 AMR-WB+ 및 HE-AAC v2보다도 우월

융합 현상으로 인하여, 하나의 모바일 단말 기기가

한 음질을 보이며, 높은 비트율에서도 동등한 음질을 보장한
다. 이런 우수한 음질에 기여한 USAC의 스위칭 구조와 더불
어 기술적으로 향상된 주요 모듈인 파라미터 기반 스테레오

다양한 기능을 갖게 되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
다. 특히, 스마트폰이 도입되면서 휴대폰을 음성 통

및 고주파 압축, 그리고 엔트로피 코딩 방식에 대해서 살펴

화뿐만 아니라, 음악 및 영화 감상, TV 시청, 인터

본다. 향후, 다양한 오디오 신호를 효율적으로 압축하는

넷 동영상 재생 등으로 사용하는 것이 일반화 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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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멀티미디어 무선 단말기기의 융합화 현상뿐

<그림 1>에 표현되어 있듯이, 두 압축 기술의 모델

만 아니라, 디지털 음악 시장 또한 가파르게 성장하

링 방식의 차이가 있다. 음성 압축 기술은 음원인

고 있다. 대부분의 젊은 세대들은 휴대폰으로 음악

성대를 모델링하는 음원 모형(sound source

서비스를 이용하여 휴대폰에 직접 음악 콘텐츠를

model)에 기반하여, 분석에 의한 합성(analysis by

재생하거나 전송 받는다. 디지털 음악 시장에서 PC

synthesis)을 통해 음성 신호를 압축한다. 한편, 오

중심의 음악 포탈 서비스가 아니라, 휴대폰을 이용

디오 압축 기술은 인간의 청각 처리 능력을 모델링

하는 것으로 확대되고 있다. 예를 들어, iTunes,

하는 지각 모형(perceptual model)에 기반하여, 오

MelOn(www.melon.com), Dosirak (www.

디오의 신호의 차폐(making) 정도에 따라 양자화

dosirak.com) 등과 같은 음악 서비스는 모바일 기

정도를 결정하여 음악 신호를 압축한다.

기를 포함하는 다양한 기기에서 음악 실시간 재생

음성과 오디오 압축 기술이 각각의 영역에서 따

및 전송 서비스를 지원한다. 디지털 음악 서비스의

로 발전해왔지만, 흥미롭게도 관심 전송률 및 목표

보편화로 음악 콘텐츠의 휴대폰에서의 재생 및 다

로 하는 음질 관점에서 서로 유사한 영역으로 수렴

양한 기기간의 음악 콘텐츠 이동에 대한 이슈가 제

하고 있다. <그림 2>의 왼쪽 그림은 음성 코덱의 발

기되고 있다. 따라서, 멀티미디어 기기의 융합 현

전 방향을 보여주고 있다. 한자리 숫자에 해당하는

상, 스마트폰 및 디지털 음악 서비스의 보편화로 동

전송률에서 협대역(narrowband) 음성 압축 기술에

일 기기에 오디오 및 음성 압축 기술을 모두 적용하

서, 10-20kbps 전송률에서 초광대역(super-

게 되는 필요성이 더욱 부각된다.

wideband) 음성 압축 기술로 발전해 왔다. 음성 코

음성 압축 기술과 오디오 압축 기술은 음성 신호

덱은 전송률을 늘리더라도 음질을 향상하는 방향으

와 음악 신호의 특성에 맞도록 각각 발전해 왔다.

로 변화하고 있다. <그림 2>의 오른쪽 그림은 오디

<그림 1> 압축의 모델링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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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코덱의 발전 방향을 보여주고 있다. CD급 음질

표준화 단체에서 실시한 기존 음성 및 오디오 압축

을 목표로 채널당 50-60kbps 전송률로 압축하는

기술에 대한 성능 평가 결과로 인하여 단일 압축 방

방식에서, 음질이 CD급은 아니지만 전송률을 10-

식에 대한 이슈가 부각되었다. 3GPP 표준 단체에서

20kbps로 줄이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PSS(Packet-switched Streaming Service), MMS

최근의 모바일 멀티미디어 기기 시장의 컨버전스

(Multimedia Messaging Service), 및 MBMS

현상과 더불어, 오디오와 음성 압축 기술은 대상으

(Broadcast/Multicast Service)에 적합한 코덱을 선

로 하는 신호의 특성 및 기술적 근간이 다른 두 압축

정하기 위해 기존 압축 기술에 대한 성능 평가를 실

기술이 비슷한 전송률과 목표 음질로 수렴하고 있

시하였다. <그림 3>은 3GPP에서 실시한 멀티미디어

다. 따라서, 음성과 음악이 동시에 서비스 되는 멀티

서비스를 위한 코덱의 주관적 청취 실험 결과를 보여

미디어 기기에서는 단일 압축 방식으로 처리하고자

준다[1]. 실험에 사용된 코덱은 EAAC+(Enhanced

하는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2004년에 3GPP 산업

aacPlus)와 AMR-WB+(Extended AMR-WB)이

<그림 2> 음성 및 오디오 코덱의 전송률 및 음질

<그림 3> 3GPP 청취실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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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림에서 보여지듯이, 음악 신호에는 오디오 압

<표 1> MPEG USAC 표준화 주요 일정

축 기술인 EAAC+의 음질이 우수하며, 음성 신호에

시기

는 음성 압축 기술인 AMR-WB+의 음질이 우세하

2005년 1월

다. 이런 경향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15, 21, 28

2007년 7월

kbps 스테레오 모두에서 보여진다. 결국, 두 종류의

2007년 10월

신호에 대해서 모두 효율적으로 압축하는 기술이 부

2008년 10월

재하기 때문에, 두 코덱이 모두 3GPP의 PSS,

2010년 7월

MMS, 및 MBMS에 대한 코덱으로 표준화 되었다.
기존 최고의 코덱(state-of-the art codecs)을

2008년 7월

2010년 7월
2011년 7월

MPEG 표준화주요활동

• Exploration 시작
• Call for Information(CfI) 단계
• Call for Evidence(CfE) 단계
• Call for Proposal(CfP) 단계
• Reference Model 결정
• USAC Working Draft(WD)
• USAC Committee Draft(CD)
• USAC DIS(Draft International Standard)
•USAC FDIS(Final Draft International Standard)
•USAC baseline profile,
Extended HE-AAC profile

사용하더라도 음성과 음악 신호 모두를 효율적으로
압축하는 기술이 부재했기 때문에, 대표적인 기술
국제 표준화 기구인 ISO/MPEG에서 새로운 압축

트율은 32kbps이하였으며, 12kbps 모노, 16/20/24

기술에 대한 표준화 필요성 및 가능성을 2005년부

kbps 모노/스테레오, 32/64kbps 등 9개 조건에서

터 검토하기 시작하였다.

성능 평가를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목표 음질 수

본 고에서는 MPEG 오디오 그룹에서 가장 최근

준을 설정하기 위해 가상 코덱(Virtual Codec)을 정

진행한 Unified Speech and Audio Coding

의하였다. 가상 코덱은 입력 신호에 대해서 3GPP

(USAC)의 표준화 현황을 소개하고, USAC의 기본

AMR-WB+[5][6]와 MPEG-4 High-Efficiency

구조, 및 핵심 기술을 기술하고자 한다[2][3].

Advanced Audio Coding ver. 2(HE-AAC v2)[7]
중에서 음질이 더 좋은 코덱으로 설정된다. 주관적
음질 평가 방법으로 MUSHRA가 사용 되었으며

Ⅱ. MPEG-D USAC 기술 표준화
현황

[8], USAC의 음질 수준은 가상 코덱 성능보다 같거
나 좋아야 한다. 따라서, 다양한 입력 신호에도 항
상 일정하게 좋은 음질을 제공하는 코덱을 표준화

1. 주요 표준화 일정

하는 것을 목표로 한 것이다. 2011년 7월에 검증 실
험(veri-fication test)을 통해 기술적 요구사항을

MPEG USAC 표준화는 <표 1>에 요약되어 있듯

모두 충족시켰음을 확인하여, FDIS(Final Draft

이, 2005년에 필요성이 논의되기 시작한 이후,

Inter-national Standard)가 승인 되었다[9].

2007년 10월에 음성과 음악 신호 모두 효율적으로

USAC는 2011년 내에 IS(International Standard)

압축하는 단일 코덱에 대한 Call for Proposal이 공

제정이 완료될 예정이다.

표되었다[4]. 기술적 요구사항에는 입력 신호의 유
형, 목표 비트율, 그리고 음질 수준이 있다. 입력 신

2. USAC의 기본 구조

호는 음성, 음악, 그리고 음성과 음악의 혼합 콘텐
츠 등 세가지 유형으로 분류 되었다. 주요 목표 비

62 방송공학회지 16권 4호

USAC는 음악 압축이 유리한 주파수 영역

02본본:02본본 11. 12. 5. 본본 10:54 Page 63

음악 및 음성 신호의 융합 압축 기술 487

<그림 4> USAC 부호화기

(frequency domain) 압축 기술과 음성 신호의 압

방식인 MPEG Surround[10]와 파라미터 기반의

축이 유리한 선형 예측 영역(linear prediction

고주파 복원 방식인 SBR이 사용된다. 입력 신호는

domain) 압축 기술이 결합된 스위칭 구조로 이루

프레임 단위로 신호 분류기(signal classifier)에서

어져 있다. <그림 4>는 USAC 부호화기의 블록 다

신호 특성에 따라 주파수 또는 시간 영역 부호화가

이어그램을 나타낸다. 주파수 및 선형 예측 영역 압

될 지 결정된다. 주파수 영역 부호화는 Advanced

축에서 공통적으로 파라미터 기반의 스테레오 압축

Audio Coding(AAC)의 주요 모듈로 구성되어 있다[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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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형 예측 영역 부호화의 경우는 한번 더 스위칭을

하는 청취 평가를 실시 하였다[12]. <그림 5>는

하게 된다. 즉, 선형 예측 압축 잔여 신호를 MDCT

8-24kbps 모노 조건에서 오디오 신호 유형에 따

를 하는 TCX(Transform Coded eXcitation) 모드

른 MUSHRA 점수를 나타낸다. 낮은 비트율 모노

와 ACELP(Algebraic Code-Excited Linear

조건에서 가상 코덱(VC, 별)은 AMR-WB+(원)

Predictor) 모드로 분류된다. 예를 들어, 아주 빠

이며, USAC(네모)의 음질이 가상 코덱보다 우수

르게 변화하는 프레임이나 전형적인 음성신호 프

하다.

레임은 ACELP에 의해 부호화되며, 나머지 프레

<그림 6>은 16-24kbps 스테레오 조건에서 오디

임은 두 모드간 Segmental SNR을 비교하여 결정

오 신호 유형에 따른 MUSHRA 점수를 나타낸다.

된다[5].

낮은 비트율 스테레오 조건에서 가상 코덱은 신호
유형에 따라 변화하더라도, USAC의 음질은 모든

3. USAC의 성능

신호 유형에서 항상 가상 코덱보다 우수하다. 기존
코덱과 비교했을 때 MUSHRA 점수가 10-20점 정

USAC는 다양한 비트율(8kbps 모노부터
96kbps 스테레오)과 다양한 입력 신호(유형별로
8개씩 총 24개)를 사용하여 USAC의 음질을 검증

<그림 5> 모노 음질 (MUSHRA 점수 @8–24kb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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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스테레오 음질 (MUSHRA 점수 @16–24kbps)

<그림 7> 스테레오 음질 (MUSHRA 점수 @32–96kb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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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가상 코덱 대비 음질

입력신호

신호유형

음성

혼합

음악

8kbps
mono

12kbps
mono

24kbps
mono

16kbps
stereo

24kbps
stereo

32kbps
stereo

64kbps
stereo

96kbps
stereo

Arirang_speech

동등

동등

동등

우수

우수

우수

우수

동등

es01_short

동등

우수

동등

우수

우수

동등

동등

동등

es02

동등

동등

동등

우수

동등

동등

동등

동등

es03

동등

동등

동등

동등

동등

동등

동등

동등

Green_speech

동등

동등

동등

우수

우수

우수

우수

동등

PannedSpeechEkonomiekot

우수

동등

동등

동등

동등

동등

동등

동등

te1_mg54_speech

동등

동등

동등

우수

동등

동등

동등

동등

te19_short

동등

동등

동등

우수

동등

동등

동등

동등

Alice_short

우수

동등

동등

우수

우수

동등

동등

동등

dora_short

우수

동등

동등

우수

우수

동등

동등

동등

lion

동등

동등

동등

우수

우수

동등

동등

동등

mod101

동등

동등

동등

우수

우수

동등

동등

동등

noodleking_short

우수

동등

동등

우수

동등

동등

동등

동등

SpeechOverMusic_1_short

우수

동등

동등

우수

동등

동등

동등

동등

SpeechOverMusic_2_short

동등

동등

동등

우수

동등

동등

동등

동등

SpeechOverMusic_3_short

우수

동등

동등

동등

동등

동등

동등

동등

id4

동등

동등

동등

우수

동등

동등

동등

동등

phi3_short

우수

동등

동등

우수

동등

동등

동등

동등

phi4_short

우수

동등

동등

우수

동등

동등

동등

동등

Schmoo_lvl2

우수

동등

동등

동등

동등

동등

동등

동등

Siefried02

우수

우수

동등

우수

우수

동등

동등

동등

taurusb

우수

우수

동등

동등

동등

동등

동등

동등

te09_short

동등

우수

동등

동등

동등

동등

동등

동등

trilogy_short

우수

우수

동등

동등

동등

동등

동등

동등

디오 신호 유형에 따른 MUSHRA 점수를 나타낸

Ⅲ. MPEG-D USAC 주요 기술

다. 96kbps 스테레오에서는 HE-AAC v2와 평
균적으로 동등한 성능을 나타낸다. 32-64kbps

USAC는 64kbps 이하에서 기술적으로 최고 성

스테레오 조건에서는 주로 음성 신호의 음질이 향

능을 지닌 AMR-WB+ 및 HE-AAC v2보다도 우

상되었다.

월한 음질을 보이며, 높은 비트율에서도 동등한 음

<표 2>는 24개 개별 입력 신호에 대해 가상 코

질을 보장한다. 기존 MPEG 기술과 비교했을 때,

덱 대비 음질을 나타낸다. 동등 및 우수 음질은

USAC의 스위칭 구조로 인한 음성 신호에 대한 음

95% 통계적 신뢰구간에서 판단되었다. 가상 코덱

질 향상이 가장 중요한 특징이다. 본 고에서는 스위

대비 음질이 저하되는 아이템은 없으며, 8kbps

칭 구조 이외에 기술적으로 향상된 주요 모듈인 파

모노와 16/24kbps 스테레오에서 우수한 음질을

라미터 기반 스테레오 및 고주파 압축, 그리고 엔트

보인다.

로피 코딩 방식에 대해서 자세히 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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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비트율에 따른 USAC 스테레오 압축 방식

1. 파라미터 기반 스테레오 압축: MPEG
Surround 2-1-2

과 공간 파라미터에 대한 부가 정보를 사용하여 스
테레오 신호로 업믹스하는 방식이다. 공간 파라미
터에는 채널간의 에너지 차이를 표현하는 CLD

<그림 8>에 제시되어 있듯이, USAC 비트율에 따

(Channel Level Difference), 채널간의 상관 정도

라 여러 스테레오 압축 방식이 있다. 가장 낮은 비

를 나타내는 ICC(Inter Channel Correlation), 그

트율에서는 위상 파라미터를 사용하는 MPEG

리고 위상(Phase) 파라미터가 있다. <그림 9>에 도

Surround가 사용되며, 가용 비트율이 증가함에 따

식되어 있듯이, 위상 파라미터에는 채널간의 위상

라 잔여 신호를 이용하는 예측기반 위상 압축 방식

차이를 표현하는 IPD(Inter-channel Phase

이 사용된다. 상대적으로 비트율이 높은 경우는 입

Difference)와 OPD(Overall Phase Difference)가

력 신호 특성에 따라 기존 AAC의 Mid/Side stereo

있다.

또는 MDCT 영역에서 스테레오 예측을 하는 방식
이 사용된다.

USAC 파라미터 기반 스테레오와 기존 MPEG
Surround와의 차이점은 위상 파라미터를 이용한

기본적으로, USAC는 MPEG Surround 2-1-2

다는 점이다. 이 접근 방법은 비트스트림으로

(MPS 212) 모드를 기반으로 한다[10]. 하나의 채널

OPD를 전송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HE-AAC v2의
파라미터 스테레오 툴과도 차별화된다[13]. <그림
10>에서 표시되어 있듯이 다운 믹스된 모노 신호
와 CLD 및 ICC 이외에 위상 파라미터 중에서 IPD
만 전송하여 복호화기에서 스테레오 신호를 생성
한다. OPD 파라미터는 비트스트림에 전송하지 않
고 복호화기에서 IPD와 CLD를 이용하여 추정되기
되기 때문에, 낮은 비트율에서 (예를 들어 1632kbps) 적은 비트량만으로도 위상 파라미터를 처
리함으로써 우수한 스테레오 음질을 제공할 수 있
다 [14][15][16].

<그림 9> 위상 파라미터: IPD 및 OPD

다운믹스된 모노 신호를 이용하는 파라미터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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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다운믹스된 모노 신호를 이용하는 파라미터 기반 스테레오

스테레오 툴을 이용하면 낮은 비트율에서는 효율적

예측기반 위상 압축 방식은 다운믹스된 모노와 잔여

이지만, 비트율이 높아짐에 따라 비트량을 증가시켜

신호가 코어 압축과 동시에 고려되기 때문에 추가적

도 음질이 향상되지 않게 된다. 따라서, 비트 사용이

인 지연이나 복잡도가 발생하지 않게 된다.

어느 정도 가능한 경우(예를 들어 48kbps 이상)에서

마지막으로, 높은 비트율에서는 (예를 들어

는 공간 파라미터뿐만 아니라, <그림 11>에 제시되

96kbps 이상) 일반적으로 고주파를 생성하는 파라

어 있듯이 잔여 신호를 비트스트림에 전송하는 예측

미터 방식이 사용되지 않는 반면에, 파라미터 기반

기반 위상 압축 방식이 사용된다. 잔여 신호 압축 개

스테레오 툴은 입력 신호의 위상 특성에 따라

념은 MPEG Surround에서 사용되었다. MPEG

Mid/Side 스테레오 대신에 사용될 수 있다.

Surround에서의 잔여 신호 압축은 코어 압축과 독

Mid/Side 스테레오는 MDCT영역에서 채널간 차이

립적으로 디자인 되어서 부호화기에서 QMF에서

가 45도라고 가정하는 스테레오 표현 방식이다. 기

MDCT로 변환하는 것이 필요하다. 반면에, USAC

술적인 이슈는 높은 비트율에서 QMF를 사용하지

<그림 11> 다운믹스된 모노와 잔여 신호를 이용하는 파라미터 기반 스테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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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고 저복잡도로 위상 파라미터를 표현하는 것이

어 압축이 협대역만 지원할 때 적합하다. 둘째,

다. MDCT 영역에서 위상 정보를 추정하는 여러 가

SBR 파라미터에 사용되는 시간/주파수 격자(grid)

지 방식이 있다[17]. USAC는 신호의 실수값인

가 훨씬 유동적이라서 급변하는 음성 신호 압축에

MDCT 스펙트럼만 전송하고, 복호화기에서 전송된

필요한 세밀한 시간축 표현이 가능하다. 마지막으

MDCT 스펙트럼에서 신호의 허수값인 MDST 스펙

로, USAC에서는 하모닉 주파수 전위(harmonic

트럼을 추정함으로써 QMF를 사용하지 않고 위상

frequency transposition)가 가능하다.

파라미터를 처리하게 된다. 따라서, USAC는 저복
잡도로 MDCT영역에서 복소수 예측기반 스테레오

3. 엔트로피 코딩: 맥락 기반 산술 부호화

처리방식을 규정하여, 특정 신호에 대해서 위상을
잘 표현하여 스테레오 음질을 향상 시킬 수 있다.

AAC는 양자화된 MDCT스펙트럼 계수을 엔트로
피 코딩을 할 때, 호프만 코딩(Huffman coding)을

2. 파라미터 기반 고주파 압축: Enhanced
Spectral Band Replication (eSBR)

사용하지만, USAC에서는 맥락 기반 산술 부호화
(context-based Arithmetic coding)를 사용하여 압
축 효율을 높였다. 맥락 기반 산술 부호화는 USAC

USAC의 파라미터 기반 고주파 생성 방식인

의 주파수 영역 모드와 MDCT 기반 TCX에서 공통

eSBR(Enhanced Spectral Band Replication)은

적으로 사용된다. 압축 효율을 높이면서도 복잡도

HE-AAC의 SBR과 비교했을 때 세 가지 점에서 향

및 메모리 사용량을 늘리지 않기 위해 최적화 되

상 되었다. 첫째, 기존 SBR의 1:2 업샘플링 뿐만 아

었다. USAC 엔트로피 코딩은 2개의 인접 스펙트

니라 1:4 업샘플링이 가능하다. 1:4 업샘플링은 코

럼 계수로 이루어진 2-tuple에 기반하여 처리된

<그림 12> 맥락 기반 산술 부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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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림 12>에 표시되어 있듯이, 양자화된 스펙트

만, 최근의 모바일 멀티미디어 기기 시장의 컨버전

럼 값을 복호화 할 때, 인접 주위에 있는 4개의 2-

스 현상에 따라 압축하고자 하는 신호가 혼용되고

tuple스펙트럼 계수를 맥락 정보로 이용한다. 구체

있으며, 비슷한 목표 전송률과 음질로 수렴하고 있

적으로 보면, 2-tuple은 부호를 나타내는 비트,

다. 현재는 동일 기기에서 서로 다른 압축 기술을

MSB(Most Significant 2-Bit wise plane), 그리고

적용하고 있으나, 음성과 음악이 동시에 서비스 되

나머지 LSB(Least Significant Bit plan)로 나뉘어

는 멀티미디어 기기에서는 단일 압축 방식으로 처

처리된다. MSB 2개 비트는 이전에 복호화된 4개의

리하고자 하는 이슈가 부각되고 있다. 특히, 스마트

2-tuple에서 유도된 맥락 기반 누적 주파수 테이블

폰 및 음악 콘텐트 포탈 서비스의 대중화를 고려할

을 이용하여 압축된다. 나머지 LSB 비트는 2-tuple

때, 음성 및 음악 신호 모두를 효율적으로 압축하는

에 있는 상위 비트에 1의 존재 여부에 따라서 유도

USAC 기술이 필요해 보인다.

된 맥락 기반 누적 주파수 테이블에 의해 압축된다.

다양한 오디오 신호를 효율적으로 압축하는
USAC는 디지털 라디오, 모바일 TV, 그리고 오디
오 북과 같은 사용자 시나리오에서 사용될 확률이

Ⅳ. MPEG USAC 표준 기술의 향후
전망

높아 보인다. 또한, USAC는 배경 잡음이나 배경
음악이 있는 경우에도 성능이 우수하기 때문에
YouTube 및 podcast 등과 같이 사용자가 콘텐츠를

오디오와 음성 압축 기술적 근간은 서로 다르지

생성할 때도 유용하게 사용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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