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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3DA 핵심 부호화기의 FD 처리부의 성능 향상을 위해 새로운 버퍼 제어 기법을 제안하였다. 제안한 버퍼 제어 기법
은 3GPP의 심리음향 모델과 스펙트럼 공백 회피 기법을 포함한 율-왜곡 제어부를 채택하였다. 그런 다음, 활동성이 높은 프레임에 충
실한 비트 할당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3GPP 버퍼 제어 방법을 수정하였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버퍼 제어 방법의 성능은 MUSHRA 
테스트를 통해 평가되었고, 그 결과 3DA RM9 및 3GPP AAC의 버퍼 제어 방법보다 우수한 성능을 보임을 입증한다. 

Abstract

In this paper, a new buffer control method is proposed for improving the performance of the frequency domain part of the 3D 
audio (3DA) core codec. For the proposed buffer control method, we first combine the 3DA RM9 with the 3GPP AAC buffer 
control method which includes the psychoacoustic model and rate-distortion control process with the spectral hole avoidance 
algorithm. Then, we revise the 3GPP buffer control method so as to achieve a faithful bit allocation to the frames with higher 
activity. With the MUSHRA test, we prove that the proposed buffer control method demonstrates better performance than the 3DA 
RM9 and 3GPP A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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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오디오신호는방대한데이터양으로인해효과적인저장

및전송을위한오디오압축즉오디오부호화에대한연구

가 수십년전부터 이루어졌다. 오디오 부호화는 MPEG-2 
AAC (advanced audio coding)[1]부터 MDCT에 기반한 오
디오 부호화로 체계적인 구조를 가지게 되었다.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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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DCT 기반오디오부호화는 MPEG에서 MPEG-4 오디오
[2], USAC (unified speech and audio coding)[3], 최근의
3DA (3D audio)[4]를통해그기능이확장되고, 다양한응용
분야에 적용될 수 있도록 발전했다. 

USAC 및 3DA 등에서 지금까지 여러 가지 부호화 도구
들이 추가되었지만, MDCT 기반 오디오 부호화에서 가장
기본적인 부호화 도구는 심리음향 모델, MDCT, TNS 
(temporal noise shaping), M/S (mid/side) 부호화, 그리고
양자화및 무손실 부호화등을포함하는율-왜곡제어처리
부 (rate-distortion control process) 등으로볼수있다. 다른
부호화 도구들은 이 기본적인 부호화 도구들의 기능을 확

장하거나, 그들을 기반으로 하여 향상된 성능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기본적인 부호화 도구의
성능이 전체 MDCT 기반 오디오 부호화의 성능을 좌우하
게 된다. 특히, 율-왜곡 제어는 심리음향 모델과 결합하여
입력오디오신호의활동성과버퍼공백도 (buffer vacancy)
에 따라 동적으로 비트량을 할당하는 부분으로, 부호화성
능에가장크게기여하는부분중의하나이다. 본논문에서
는심리음향모델과결합된율-왜곡제어를통해비트할당
하는 방법을 버퍼 제어 방법 (buffer control method)라고
부르고, MDCT 기반 오디오 부호화의성능을향상시킬수
있는 새로운 버퍼 제어 방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본 논문에서는 MDCT 기반 오디오 부호화의 최신 표준
인 3DA[4] 구문을따르는 3DA RM9 (reference model 9)을
기준으로부호화한다. MDCT 기반부호화기중에서 3GPP 
AAC[5]는 부호화기의 구조가 공개되어 있고 현재 가장 널

리사용되는 부호화중의하나일뿐만아니라 우수한성능

을보이는것으로알려져있다[7]. 본논문에서는먼저 3GPP 
AAC의 버퍼 제어 기법을 3DA RM9에 적용한다. 그리고
신호의 활동성에 따라 적응적으로 비트 할당을 수행하는

버퍼제어방법을제안한다. 제안한버퍼제어방법은모의
실험을통해기존의 RM9 및 3GPP AAC의버퍼제어방법
과 그 성능을 비교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절에서는 MDCT 기반
오디오 부호화기를 간략히 살펴보고, RM9과 3GPP 등 기
존의버퍼제어기법들을설명한다. 3절에서는본논문에서
제안하는버퍼제어기법을소개하고, 4절에서는모의실험
을 통해 제안하는 기법의 성능을비교평가한다. 마지막으

로 5절에서는 본 논문의 결론을 제시한다. 

Ⅱ. 기존의 버퍼 제어 방법

1. FD 처리부 개관

MDCT 기반 오디오 부호화 기법은 MPEG-2 AAC[1] 이
래로 MPEG-4 오디오[2], USAC[3] 등에적용되었다. 최근에
표준으로 완성된 MPEG 3DA[4]에서도 핵심 부호화기 FD 
(frequency domain) 처리부로 MDCT 기반 오디오 부호화
기법이포함되었다. MDCT 기반 오디오 부호화기법의기
본적인구조는그림 1과같이볼수있다. 그림 1에제시한
바와같이 MDCT 기반오디오부호화기법의기본적인부
호화 도구는 심리음향 모델, 필터뱅크, TNS, M/S, 그리고
율-왜곡 제어 처리부 등이다. 율-왜곡 제어 처리부는 scale 
factor로신호의크기를 조절하는 scaling, 잡음채움 (noise 
filling)을 포함하는 양자화, 그리고 산술 부호화로 대표되
는 무손실 부호화 등으로 구성된다. 

그림 1. 기본적인 MDCT 기반 오디오 부호화기의 블록선도
Fig. 1. Block diagram of a basic MDCT based audio coder

MDCT 기반 오디오 부호화 기법은 AAC, USAC, 3DA 
등의비트열구문에따라구현될수있는데, 본논문에서는
가장최근의표준인 3DA 구문에따라부호화한다. 3DA 구
문에 따르면, 입력 오디오는 오디오 채널 수에 따라 미리
정해진방법으로하나혹은 2개의채널단위로 SCE (single 
channel element), CPE (channel pair element), 혹은 LFE 
(low frequency effect element) 등으로 구분한다. 그런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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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각 SCE, CPE, 혹은 LFE 들에 대해 개별적으로 3DA 
핵심 부호화기를 실행시켜 부호화된 비트열을 얻는다. 최
종적으로 각 비트열을 미리 정해진 순서대로 결합하여 통

합된 하나의 비트열을 산출한다. 
그림 1에 제시한 부호화 도구 이외에 USAC과 3DA는
추가적인부호화도구들을 도입하였다. 예를 들어 USAC[3]

은 time-warped MDCT, 복소스테레오예측 (complex ster-
eo prediction), 잡음 채움 등을 도입하였고, 3DA[4]는 IGF 
(intelligent gap filling), MCT (multi-channel coding tool), 
FDP (frequency domain prediction) 등의 부호화 도구들을
추가하였다. 그러나 USAC과 3DA에서 추가된 부호화 도
구들은그림 1에제시한기본적인부호화도구들의기능을
확장하거나, 그들을 기반으로 하여 향상된 성능을 제공하
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그림 1에 제시된 기본적인 부호화
도구의 성능이 전체 MDCT 기반 오디오 부호화의 성능을
좌우하게된다. 특히, 심리음향모델과결합된율-왜곡제어
즉 버퍼 제어 방법은 부호화 성능에 큰 영향을 준다. 다음
절에서는그림 1의기본적인부호화도구들로구성된오디
오부호화기에서버퍼제어방법에 관해서좀 더구체적으

로 살펴본다. 

2. 버퍼 제어

3DA 표준의 FD 처리부에서변환계수들은양자화된값
과 scale factor로 표현되며 이들은 효율적인 정보 표현을
위해산술부호화혹은 Huffman 부호화등무손실부호화된
다. 무손실부호화된변환계수들은다른부가정보들과함
께 결합되어 프레임 단위로 비트열 형태로 표현되어 전송

혹은 저장된다.
3DA 표준[4]을이용하여부호화할때프레임당산출되는

비트열의 길이, 즉프레임당비트량은해당 프레임의 특성
에 따라 가변적이다. 예를들어 무음 구간에서는 프레임당
비트량은 0비트에 가까울 것이고, 오케스트라의 클라이맥
스구간처럼 다양한음원이큰크기로섞여있는경우에는

프레임당 비트량이 매우 많을 것이다. 이러한상황에서오
디오신호를고정된비트율로효과적으로표현하려면버퍼

혹은 비트 저장소를 설치하는 것이 필요하다. 프레임당산
출되는 비트들은 먼저 버퍼에 저장하고, 버퍼에서 일정한

속도로 비트들을 출력함으로써 고정된 비트율을 얻을 수

있다. 버퍼를 이용한 데이터 율 조정, 즉 버퍼 제어에서는
버퍼의크기와 버퍼 제어 방법이부호화효율에 큰영향을

준다.
3DA 표준에서버퍼의크기 





는유

효채널수에 6144비트를 곱한 값으로정의한다. 예를들어
2채널스테레오신호의경우유효채널수가 2이므로 버퍼
의 크기는 12288비트가 된다. 만약 신호의 표본화 주파수
가 48KHz이고프레임길이가 1024라고할때표준에의한
버퍼 크기에서 주어질 수 있는 최대 비트율은 프레임당

6144비트이고이는채널당 288Kbits/sec에해당한다. 실제
해당프레임의부호화를통해 


 만큼의비트가발생

하였다면 버퍼에 비어있는 비트량 는 다음과 같

이 갱신된다.

  byte

alligned


 (1)

여기서 byte_alligned( ) 함수는 필요한 경우 비트 추가를
통해 byte 단위로비트열길이를맞추는함수이다. 

은 프레임당 평균 비트량으로, 프레임의 길이가 1024이고
표본화 주파수가 48KHz이고, 전송률이 42Kbps일때 프레
임 당 평균 비트량은 896비트이다. 

2.1 RM9의 버퍼 제어
3DA RM9[6]에서는 매우 간단한 버퍼 제어 방법을 채택

하였다. 그림 2에제시한바와같이채널당 6144비트크기

그림 2. MPEG 참조 모델 9에 설치된 버퍼
Fig. 2. The buffer installed at the MPEG reference model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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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버퍼에서 버퍼 크기의 1/4 되는 위치를 목표 비트 저장
소 위치로 설정한다. 현재버퍼에 비어있는 비트량인 가용
비트저장소비트량을 라고할때, 현재프레임에
할당되는비트량 





은다음식과같이주

어진다. 






  

⋅






(2)

위식을통해매프레임에비트를할당하고, 오디오부호기
가 성공적으로 할당된 비트량만큼 비트열을 산출한다면, 
버퍼는 목표 비트 저장소 위치만큼 채워질 것이다. 

RM9에서는프레임에서산출되는비트량을할당된비트
량으로제한하기위해 2 루프반복알고리즘을이용해 SFB 
(scale factor band) 별로 scale factor를조정한다. 안쪽루프
에서는부호화후발생하는왜곡과문턱값 (threshold)의비
를 일정하게 만들기 위해그 비가 큰 SFB의 scale factor를
증가시킨다. 여기서 문턱값은 매우 간단한 심리음향 모델
을통해얻는데, SFB의에너지를 14dB만큼감소시킨값으
로설정된다. 바깥쪽루프에서는공통 (common) scale fac-
tor를증가시키고안쪽루프를호출하는과정을반복하면서
부호기에서산출되는비트량이할당된비트량이하가되도

록 조정한다.
만약실제산출되는비트량이프레임에할당된비트량에

지속적으로미달된다면버퍼공백상태 (buffer empty state)
에도달할수있다. RM9에서는버퍼공백상태를방지하기
위해프레임당평균비트량 의 2배크기의최소비
트저장소위치를설정한다. 만약버퍼충만도가최소비트
저장소위치아래로떨어지면강제비트삽입 (bit stuffing)
을수행하여버퍼충만도가이위치이상이되도록만든다. 

2.2 3GPP AAC의 버퍼 제어
3GPP AAC[5]에서는 버퍼 상태와 프레임의 복잡도를 동

시에고려하여현재프레임에할당되는비트량을결정하는

매우정교한버퍼제어방법을도입하였다. 먼저버퍼상태
로부터비트할당의하한선을나타내는 


와비트할

당의 상한선을 나타내는 

를 산출한다. 그리고 각

프레임의활동성은 PE (perceptual entropy)로추정한다. 이
전 프레임까지의 PE들을 참조하여 PE의 범위를 최소값

과최대값 로추정한다. 그런다음, 

와



를각각 과 에대응시킨다. 과

와현재프레임의 PE 간의거리에비례하여 값을계

산한다. 이 값과프레임당평균비트량 을 참조하여
현재 프레임의 목표 비트량 를 얻는다.

3GPP AAC의버퍼제어방법을좀더구체적으로설명하
면다음과같다. 주어진프레임의활동성은 SFB 단위로에
너지, 문턱값, 그리고 유효 계수 수 (number of effective 
lines) 등을참조하여추정된다. 주어진 SFB 에서의 에

너지는다음과같이 MDCT 계수 의제곱합으로계산

한다. 

표 1. 3GPP AAC에서 의 최대값과 최소값 갱신 방법

Table 1. Methods for updating the maximal and minimal values of   
in the 3GPP AAC

  
 ∊ 

 (3)

문턱값 은에너지를–29dB만큼감축시킨다음, 주
변 SFB로확산(spreading)하고, 직전프레임문턱값을참조
하여 pre-echo 제어를수행하여얻는다. 유효계수수는다
음 식과 같이 얻는다. 

 

∊ 




∊ 





∊ 



(4)

PE는 SFB 별로 산출되는 에너지, 문턱값, 유효 계수 수를
식(5)와 같이 조합하여 계산한다. 여기서 은 채널당

   
∊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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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율이 16Kbps 이하는 50, 32Kbps 이상은 0이며그사이
의비트율에서는두점을선형보간한값으로정해진다. 

는 가 보다 8배이상크면 0이고그렇지않
으면 log이다. 은 가 보다 8배이

상 크면 1이고 그렇지 않으면  loglog이다. 
매프레임의부호화가끝나면, 의범위를표 1과같이

과  값으로 추정한다. 이때 의 범위

은   값의 1/6 이하가 되도록 강제한다. 
프레임당 목표 비트량은 프레임당 평균 비트량 에

 를곱하여얻는데, 는그림 3과같이가용비트저장
소 비트량 와 주어진 프레임의 의 함수로 주

어진다. 그림 3을살펴보면, 가용비트저장소비트량의범
위 [0.95, 0.2]는 


와 


에서 각각 [0.05, 

-0.3]과 [0.4, 0.1] 범위의 값들로 대응된다. 실제 



와 

 값은각범위를이어주는직선상에서현재의

에 대응하는 값들로 산출되며  값은 이 


와 

 값을연결하는직선상에위치하게된다. 

마지막으로 

  값에  값을 대응시키고, 


 값에  값을대응시켰을때두 점을연결하는
직선상에서 현재 프레임의 에 대응되는 값을   값으로
추정한다. 

그림 3. 3GPP AAC에서 채택한 버퍼 제어 방법
Fig. 3. The buffer control method in the 3GPP AAC

3GPP AAC에서는 여기서 구한 를 참조하여 목표 PE 
값을 다음과 같이 설정한다. 

 ××× (6)

주어진프레임의 가목표값 이될때까지각 SFB에
서발생하는잡음의 loudness가균일해질수있는방향으로
문턱값 를 증가시킨다. 이때 스펙트럼 공백 회피
(spectral hole avoidance) 기법을 적용하여 복원된 오디오
신호에 과도한 스펙트럼 공백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한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문턱값이 결정되면 이를 참조하여

scale factor를 다음과 같이 추정한다. 



 × log×  
∊ 

 
(7)

한편, 가용 비트 저장소 비트량 가 주어졌을

때 현재 프레임 부호화에 사용할 수 있는 최대 비트량






은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






   (8)

만약 위에서 구한 로 부호화한 비트량이 




보다 적다면 최종적으로 그 로 부호

화한다. 그렇지 않다면 실제 부호화한 비트량이 




보다적어질때까지모든 들을 1씩증

가시키면서 부호화를 반복한다. 좀 더 자세한 3GPP AAC
의 버퍼 제어 기법은 3GPP AAC 규정[5]을 참조하길 바란

다. 3GPP AAC의 버퍼 제어 방법은 MPEG 참조 모델의
버퍼제어방법에비해매우복잡하지만, 그성능이우수하
다. 

Ⅲ. 제안한 버퍼 제어 방법

3GPP AAC의버퍼제어방법[5]은 3DA RM의버퍼제어
방법[6]에 비해 우수한 성능을 보인다. 그러나 3GPP 버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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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어 방법을 3DA 핵심부호기의 FD 처리부에적용하였을
때, 버퍼의 상태가 충만 상태에 근접하고, 신호의 활동성
범위를 결정하는 파라미터들을 급격히 변화시키기 때문에

신호의 활동성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본논문에서는다음과같이 3GPP의버퍼제어방법
을 수정한다. 
첫 번째로, 평균적인 버퍼의상태를 충만 상태에서중간
상태로 옮긴다. 3GPP 버퍼 제어 방법은 버퍼의 상태를 충
만에근접한상태에머물게한다. 이러한경우가용비트량
이 적어지므로, 높은활동성을가지는신호에대해 필요한
만큼의 충분한 비트량을 제공하지 못할 수 있다는 단점이

발생한다. 본 논문에서는 버퍼의 상태를중간상태로 유지
하기 위해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한다. 먼저 3GPP 방법에서
는식 (6)과같이목표 PE 값을설정하였는데, 이경우초기
의목표 PE 값들이커져서신호의활동성에비해많은비트
량을할당하게되고이에따라버퍼가충만상태에 근접하

게 된다. 부호화가 진행됨에 따라 값은 약 –0.3 정도의
매우 낮은 값으로 변경되어 목표 PE 값은 평균 비트량에
근접하지만, 낮은 값으로 인해 목표 비트량은 매우 적어

진다. 본논문에서는이러한단점을완화하기위해목표 PE 
값을 다음 식과 같이 3GPP 방법에서정한 것보다조금 낮
은 값으로 설정한다.


′ ××× (9)

다음으로 현재 프레임에 할당할 수 있는 최대 비트량을

재설정한다. 3GPP 기법에서는 식 (8)과 같이 최대 비트량
을가용비트량으로설정하였다. 이경우현재프레임이버
퍼에 남아있는 모든 비트들을 소비할 수있으므로, 다음에
따라오는 프레임이 높은 활동성을 보인다면 그 프레임에

충분한 비트를할당할수없을수도있다는단점이 발생한

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최대 비트량을 다음 식과 같이
목표 비트량으로 설정한다. 

  × (10)

즉, 식 (9)와 같이 목표 비트량의 약 0.82배만큼 목표 PE 
값을 설정하여 문턱값 등 부호화 파라미터를 설정하고, 실
제 양자화및 무손실부호화하여산출된비트량이목표비

트량이하인지를점검한다. 이과정을통해버퍼는충만혹
은 공백 상태에 치우치지 않고 중간 상태를 유지함으로써

높은 활동성을 보이는 프레임에 대해 항상 필요한 만큼의

비트량을 제공할 수 있게 된다. 
두 번째로 비트량 제어를 3GPP 방법과 같이 개별적인
채널단위로수행하지않고프레임내모든채널들에 대해

동시에수행한다. 3GPP 방법에서는현재프레임에가용한
최대비트량을각채널의 PE의비율로분할하여채널별가
용비트량을계산한다. 그런다음개별적인채널별로산출
되는비트량을채널별가용비트량내로제한한다. 이방법
은 PE가 채널별 비트량과 정확히 비례 관계에 있지 않기
때문에 채널 간에 적절한 비트 할당이 수행되지 않을 수

있다는단점이있다. 본논문에서는프레임내의모든채널
에대해비트량제어를동시에수행한다. 즉, 현재프레임의
모든 채널에서 산출되는 비트량을 모두 합하여 현재 프레

임에 대한 최대 비트량인 식 (10)의 목표 비트량과 비교한
다. 만약산출된비트량이목표비트량보다크면, 모든채널
의 scale factor를 1만큼 증가시켜 부호화하여 비트량을 다
시산출한다. 이과정을반복하여모든채널에서산출된비
트량의 합이 목표 비트량보다 작게 만든다. 
세 번째로, 활동성의 범위를 나타내는 과 

의 갱신 속도를수정하여 현재 프레임의활동성을보다효

과적으로반영할수 있도록 한다. 현재프레임의활동성은
과거의 프레임들의   값들로부터 과 를 얻

고현재프레임의   값을 과 와비교함으로

써추정한다. 3GPP에서적용하는표 1의 과  
갱신방법은그갱신속도가빨라현재프레임의활동성을

효과적으로표현하기가어렵다. 따라서표 2과같이갱신을
위한승수들을약 0.1~0.2배로작게하여갱신속도를크게
낮추었다. 이를 통해 활동성이 높은 프레임이 반복해서 나

표 2. 제안한 방법에서 의 최대값과 최소값 갱신 방법

Table 2. Methods for updating the maximal and minimal values of   
in the proposed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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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날 때, 그 프레임들에게지속적으로많은 비트량을 할당
할 수 있도록 한다.
네번째로그림 3에제시한비트할당을위한파라미터들
을 표 3과 같이 수정한다. 먼저, 버퍼 상태의 범위를 0.2~ 
0.95에서 0.2~0.8로 조정하여 버퍼 충만 상태뿐만 아니라
버퍼 공백 상태로부터도 일정한 거리를 두도록 한다. 그리
고  값의하한값을결정하는 


와   값의상한값을

결정하는 

 범위를 넓힌다. 특히, 양의 범위를 크

게 넓혀 활동성이 높아 PE 값이 커졌을 때 충분한 비트가
할당되도록 한다. 

표 3. 비트 할당을 위한 버퍼 제어 파라미터의 수정
Table 3. Revised buffer control parameters for bit allocation

Ⅳ. 모의 실험

본절에서는제3절에서제시한버퍼제어방법의성능을
다른 2가지 방법과 비교한다. 모든 비교 대상 코덱들은
3DA 핵심부호화기의 FD 처리부의구문에따라부호화된
다. 모든코덱들은부호화효율을위해입력스테레오신호
를 9KHz로대역제한하였고, 전송률 40Kbps로부호화한다. 
부호화 도구 중에서 TNS와 M/S는 포함되고 IGF 등 다른
부호화 도구들은 포함하지 않는다. 첫 번째 비교 대상은
3DA RM9[6]으로 II.2.1절에 설명한버퍼제어방법을사용
한다. 두번째비교대상은, 본절에서 3GPP 방법으로부르
는데, 3DA RM9에 II.2.2절에서 설명한 3GPP[5]의버퍼제

어 방법을 적용한 것이다. 실험 샘플로는 3분 길이의 all_ 
stereo.wav를 사용하였다. all_stereo.wav는 es01, salvation, 
louis_raquin_15, te15, wedding_speech, music1, tel_mg54_ 
speech, music3, twinkle_ff51, speechOverMusic_1(SOM1), 
speechOverMuisc_4, HarryPotter, arirang_speech, lion 등
14개의 파일을 순서대로 연결한것으로, 버퍼제어방법의
성능을 적절히평가할수있을정도로다양한 특성을보유

그림 4. 3가지 버퍼 제어 방법들로 부호화하였을 때의 버퍼 공백도
Fig. 4. The buffer vacancies when coded by the 3 buffer control meth-
ods

하면서 충분한 길이를 가지고 있다. 
그림 4에서는 3가지 버퍼 제어 기법으로 부호화하였을
때 버퍼 공백도를 보여준다. 실험 대상오디오가스테레오
신호이므로 버퍼 공백도의 최대치는 12288비트이고, 버퍼
공백도가 0이면 버퍼가 충만상태이다. RM9는 목표 비트
저장소 위치가 버퍼 크기의 1/4 즉 3072 비트이므로, 버퍼
공백도는 그림 4에서 3000비트 근방에 위치한다. 3GPP는
식 (8)과같이버퍼에남아있는모든비트량을현재프레임
에 할당할수 있기 때문에버퍼공백도는 0 근방에위치한
다. 제안한방법은약 6000비트의중간상태로버퍼공백도
를 유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약 4000비트부터
7000비트까지버퍼공백도가변화하는것으로보여프레임
의 활동성에따라각프레임에 실제 할당되는비트량이달

라짐을알수있다. 한편, RM9, 3GPP, 제안한방법으로부
호화하였을때실제산출되는비트량의평균은각각 40.00, 
39.99, 40.01Kbps로, 3가지 방법 모두 충실하게 버퍼를제
어함을 알 수 있었다.

3가지 버퍼 제어 방법에 따른 부호화 성능을 비교하기
위해 8명의 오디오전공자를대상으로 MUSHRA 테스트[8]

를시행하고그결과의평균및 95% 신뢰구간을그림 5에
제시하였다. MUSHRA 테스트에서는 RM9, 3GPP, pro-
posed 등 3가지버퍼제어방법으로부호화한결과와함께, 
원본 오디오 ref와 3.5KHz로 대역 제한된 앵커 신호 lp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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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MUSHRA 테스트 결과
Fig. 5. Results of the MUSHRA test

등 총 5개의 오디오 신호들을 비교하였다. 테스트에서는
all_stereo.wav를 부호화한 다음 Music1, salvation, 그리고
SOM1에해당되는부분을추출하여평가하였다. 그런다음
각 신호에 대한결과및 그들의평균을그림 5에제시하였
다. 그림 5를 참조하면, RM9에 비해 3GPP 방법은 약

15~20 만큼 높은 결과를 보인다. 3GPP 방법은 RM9에 비
해 향상된 심리 음향 모델과 스펙트럼 공백 회피 등으로

인해주관적품질이크게개선되는것으로보인다. 이에더

하여제안한버퍼제어방법은 3GPP에비해약 10~15 정도
더높은결과를보인다. 그림 5의마지막에보인평균결과
를 보면, 제안한 방법은 RM9에 비해 약 30, 3GPP에 비해
약 13만큼높은점수를보일뿐만아니라신뢰구간이 겹치
지않음을알수있다. 따라서제안한기법은버퍼의상태를
중간으로유지하고활동성이높은프레임에충분한비트량

을 제공할수 있도록함으로써 주관적품질이개선됨을알

수 있었다. 
그림 6에서는 3가지 버퍼 제어 방법을 사용하여 부호화
하였을 때 복원된 all_stereo.wav의 왼쪽 스펙트럼을 도시
하였다. 본실험에서는 9KHz 대역폭으로부호화하므로 그
림 6의 복원된 스펙트럼들은 최대 9KHz까지 스펙트럼이
펼쳐져 있다. 그러나 그림 6(a)에 보인 RM9의 결과는 약
3~5KHz로대역제한된것처럼보이는부분들이나타나며, 
다수의스펙트럼공백이보인다. 그림 6(b)의 3GPP 결과는
RM9에 비해 부호화되는 대역폭이 확장되었음을 알 수 있
다. 그림 6(c)에보인제안한방법의결과는 3GPP 결과보다
넓은부호화대역폭을보이고, 스펙트럼공백또한많이사
라졌음을알수있다. 제안한방법이이와같이향상된복원

 

(a)

(b)

(c)

그림 6. (a) 3DA RM9, (b) 3GPP, (c) 제안한 방법으로 all_stereo.wav을 부호화하여 복원한 왼쪽 채널 스펙트럼
Fig. 6. Left channel spectra of the all_stereo.wav reconstructed by (a) 3DA RM9, (b) 3GPP, (c) the proposed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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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펙트럼을 보임에 따라 MUSHRA 테스트에서도 높은 점
수를 얻은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할 때 본
논문에서제안한버퍼제어방법은기존의 RM9이나 3GPP
의 버퍼 제어 방법에 비해 비교 우위의 성능을 나타냄을

알 수 있다. 

Ⅴ. 결 론

본논문에서는 3DA 핵심부호화기의 FD 처리부의성능
향상을 위해 새로운 버퍼 제어기법을제안하였다. 제안한
버퍼제어기법은 3GPP의심리음향모델과스펙트럼공백
회피기법을 포함한율-왜곡 제어부를채택하였다. 그리고, 
입력 프레임의 활동성에 따라 비트량를 적절히 할당하기

위해 3GPP 버퍼 제어 방법을 수정하였다. 먼저 목표 PE 
값을낮추고 현재 프레임에할당할 수있는비트량의최대

치를목표비트량으로설정하였다. 그리고, 비트할당을채
널 단위가 아니라 프레임 전체에 대하여 수행함으로써 좀

더 유연한 비트 할당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PE 값
의 범위를 조정하는 과 의 갱신 속도를낮추

고   값과버퍼상태에따라비트할당을수행하는파라미
터들을 조정함으로써, 활동성 높은 프레임에 충분한 비트
할당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버퍼 제어 방법은 3DA RM9, 3GPP 버퍼 제어 방법과 그
성능을 비교 평가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3분 길이의 실험
오디오 샘플을 3가지 버퍼 제어 방법으로 부호화한 다음, 

8명의 오디오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MUSHRA 테스트로
그 성능을 평가하였다. 성능 평가 결과, 제안한 방법은

RM9 및 3GPP에 비해 평균적으로 약 30 및 13 만큼 높은
점수를보여, 제안한방법의성능이우수함을입증할수있
었다. 
본 논문에서는 3DA 핵심부호화기의 FD 처리부의 성능
향상 방안에 대해 살펴보았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방법은
IGF, SBR, MPEG surround 등과 결합하여 적용하면 비교
적낮은전송률에서도매우높은성능을얻을수있을것으

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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