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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MPEG 오디오 그룹에서는 오디오 부호화 기술의 국 

제 표준으로 MPEG-1 오디오, MPEG-2 오디오 BC, 

MPEG-2 AAC의 규격 제정을 완료하였고, 현재 MPEG-4 

오디오 및 MPEG-7 오디오의 국제 표준을 제정하고 있 

다. 본 논문에서는 이들 표준에 대한 요구 기눙 및 기 

술 특징을 분석하고, 각각의 표준에 대한 응용분야와 

향후의 계획에 대하여 기술한다.

1. 서론
방송, 영상전화, 대화형 멀티미디어 서비스와 같은 

시각통신은 기본적으로 오디오를 필요로 하며, 미래의 

문자, 그래픽, 팩스, 영상, 전자메일 등도 음성이나 오 

디오를 하나의 수단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로 발전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음성이나 오디오 신호를 처리하는 

기술은 매우 중요한 연구 분야가 된다.

한정된 저장 매체 및 제한된 전송 용량에 많은 양 

의 오디오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디지털 오디오 신호의 

압축 기술이 꾸준히 발전하고 있으며, 다양한 웅용분야 

에 적용되고 있다. 특히, ISO/IEC SC29 산하의 

MPEG(Movmg Picture Experts Group) 오디오 그룹에서는 

MPEG-1 오디오와 MPEG-2 오디오의 국제표준을 제정 

하였으며, MPEG-4 오디오, MPEG-7 오디오 둥의 국제표 

준을 제정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卩卜[5].

MPEG-1 오디오는 스테레오 오디오 부호화의 국제 

표준이고, MPEG-2 오디오는 멀티채널(5.1 채널) 오디오 

부호화의 국제표준으로 2 가지 방식이 제정되었다. 하나 

는 MPEG-1 오디오와 호환성을 갖는 MPEG-2 오디오 

BC(Backward Compatibility)이고, 다른 하나는 MPEG-1 

오디오와 호환성을 갖지 않는 MPEG-2 AAC(Advanced 

Audio Coding)0] 다.

MPEG-4 오디오는，99 년 1 월에 국제표준(ISOAEC 

14496-3) 제정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채널당 64kb/s 이 

하의 데이터율을 갖는 오디오 및 옴성 부호화 표준이다. 

MPEG-7 오디오는 다양한 오디오 정보의 효율적 검색 

을 위한 오디오 내용 표현 인터페이스를 의미한다.

본 논문에서는 고품질을 유지하면서 다양한 응용분 

야에 적용할 수 있는 MPEG 오디오 기술의 특징, 요구 

사항, 적용분야 둥에 대해 분석하고, 기술하고자 한다.

2. MPEG-1 오디 오 (ISO/IEC 11172-3)
1992 년에 국제 표준으로 제정된 MPEG-1 오디오는 

스테레오(2채널) 오디오에 대한 부호화 방식으로 고품 
질, 고압축율올 실현하였으며, 압축 부호화 기술을 적 

용하기 위한 분야가 다양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품질 

(quality), 처리지연(delay), 복잡도 (complexity), 에러율 

(error-sensitivity), 비트율(bit rate) 둥의 기술적 파라메터 

를 고려한 3가지 계충(계충 l 계충 n, 계충 m)의 부 

호화 기술을 규정하였다[6][7].

계충 I은 매우 낮은 비트율을 꼭 필요로 하지 않는 

웅용분야에 적합하다. 즉, 가정용 디지탈 테이프 레코 

더①AT), 윈체스터(Winches的r) 디스크 또는 자광 디스 

크(magnetooptical disk) 둥에 이 용될 수 있다. 계 충 II는 

계충 I에 대한 중복성(redundey)과 무관성(irrelevance) 

을 제거함으로써 계층 I보다 더 많은 압축을 수행하고, 

오디오 방송, 텔레비전, 레코딩, 전기통신, 그리고 멀티 

미디어 둥과 같은 분야의 일반용 및 전문가용의 오디오 

시스템에 적용될 수 있다. 계층 이은 혼합형 필터뱅크 

(hybrid filterbank)를 사용함으로써 주파수의 분해도를 높 

이고, 비선형 양자화 및 가변장 부호화(entrophy coding) 

를 적용하여 부호화의 효율을 향상시킨 기술로서, 매우 

낮은 비트율을 필요로 하는 전기통신 분야, 특히 협대 

역 ISDN과 음악 재생기, 전문가용의 시스템에 적용될 

수 있다.

MPEG-1 오디오 계층 1,11 의 인코더 및 디코더의 블 

럭 구성도는 그림 1 과 같다. MPEG-1 오디오 표준에서 

오디오와 비디오룔 포함한 경우의 데이타 압축 정보량 

은 약 1.5Mbit/s 이고, 이 표준은 비디오 CD, CD-ROM, 

VOD(Video-on-Deniand), 위성방송 둥에 웅용될 수 있다. 

이중 오디오는 32kHz, 44.1kHz, 48kHz 의 표본화 주파수 

와 16비트 부호화를 갖는 PCM 오디오 신호를 모노의 

경우 32 ~ 192kbit/s, 스테레오의 경우 64~ 384kbit/s 의 

비트율로 압축하며, 단일 채널, 이중 채널(bilingual), 스 

테레오, 결합 스테레오 둥의 동작 모드를 수용하며, 서 

브밴드 부호화 방식을 이용한다.

각 서브밴드에 대한 scf(scale factor)^] 계산은 12 개 

의 샘플로 구성된 하나의 블럭에서 수행된다. 12개 샘 

플들의 절대값의 최대치가 결정된 후 전체 120dB 의 동 

적 범위룔 수용하는 6비트의 워드길이로 양자화된다. 

scf의 비트율을 줄이기 위해 귀의 일시적 마스킹 현상 

을 이용하는 부호화 전략을 사용하여 한 프레임내의 각 

서브밴드에서 연속된 3개의 scf를 어떤 크기의 형태로 

구분하고, 그 형태에 따라 서브밴드당 2비트로 구성된 

scfsi(scale factor h血rm皿tion indication)를 가지 는 1 ~ 3 개 

의 scf를 전송한다.

비트 할당과 비트할당 정보의 부호화에서 샘플올 

부호화하는데 유용한 비트의 수(전송 비트율)를 결정하 

여야만 한다. 이것은 scf, scfsi, 비트할당 정보, 그리고 

보조 데이타(ancillary data)에 필요한 비트의 수에 따라 

결정된다. 비트할당은 각 서브밴드에 있는 마스킹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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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최대 레벨과 최소 레벨의 차로부터 유도된다. 즉, 

비트할당 처리는 모든 서브밴드와 전체 프레임에 대한 

NMR(noise-to-mask ratio)의 합을 최소화 시킨 후 서브밴 

드의 양자화 레벨의 수를 그 프레임에 유용한 비트의 

수를 초과하지 않을 때까지 반복적으로 증가시키면서 

수행한다.
서브밴드 샘플의 양자화를 위해서 먼저 한 블럭의 

12개 서브밴드 샘플의 각각이 scf로 나누어져 정규화 
되고, 그 결과가 비트할당 블럭의 비트수에 따라 양자 

화된다. 낮은 주파수 영역에 있는 서브밴드의 샘플들은 

15 개의 양자화군으로, 중간 영역의 주파수 영역에 있는 

서브밴드의 샘플들은 7 개의 양자화군으로, 높은 주파수 

영역에 있는 서브밴드 샘플들은 3개의 다른 양자화군 

으로 양자화된다. 이 양자화군은 3, 5, 7, 9, 15, ....., 65535 

양자화 레벨을 포함한다. 이때 3, 5, 9 의 양자화 레벨은 

단지 2, 3, 또는 4비트로 구성된 코드워드를 효율적으 

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3개의 연속된 서브밴드 샘 

플들을 모아서 덩어리(gr皿ule)로 집단화하고, 이 덩어리 

를 하나의 코드워드로 부호화 한다. 집단화를 사용한 

경우의 부호화 이득은 37.5%까지 얻을 수 있고, 특흐I, 

고주파수 영역에 있는 서브밴드 샘플들이 3, 5, 7, 9 양 

자화 레벨로 양자화 되기 때문에 이 영역에서 집단화의 

효율이 높다.

MPEG-1 오디오 비트 스트림은 384 개의 PCM 샘플 

(48kHz 표본화율인 경우 계충 I에서 8ms) 또는 1152 개 

의 PCM 샘플(48kHz 표본화율인 경우 계층 II에서 

24ms)에 일치하는 짧은 프레임으로 구성되며, 데이터 

구조는 그림 2 와 같다.

3. MPEG-2 오디 오 BC(ISO/IEC 13818-3)
ISO/IEC SC-29 내의 MPEG 오디오 그룹에서 1994 년 

11 월에 국제 표준으로 제정한 멀티채널 오디오 부호화 

기술을 의미 한다MPEG-2 오디오 BC 는 

MPEG-1 오디오와 순방향 호환성 및 역방향 호환성을 

유지하도록 개발된 부호화 방식(“MPEG-2 오디오 BC" 

라고 한다)이다. MPEG-2 오디오 인코더 의 처 리 블록 구 

성도는 그림 3 과 같으며,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는다.

1) 멀티채널 부호화

전통적인 2채널 사운드 포맷에서 확장된 개념인 

3/2+1 의 구성을 갖는 멀티채널 시스템이다. MPEG-2 오 

디오 BC 부호화의 표준(ISO 13818-3)은 역방향 호환성 

을 갖는 저비트율 멀티채널 인코딩 시스템의 기술들을 

포함한다. MPEG-1 의 좌측(L)과 우측(R) 채널은 매트릭 

스된 신호 Lc 와 Rc로 대치된다. 여기서

Lc = L + a*C + b*Ls, Rc = R + a*C + b*Rs

이고, MPEG-1 부호화기처럼 부호화된다. 그러므로, 

MPEG-1 복호화기는 전체 5채널 정보를 가지고 다운믹 

스한 것을 재생할 수 있어야 한다.
2) 다중언어 부호화(nuiltilingual coding)

역방향 호환성 멀티채널 부호화와 더불어 다중의 사 

운드 채닐을 전송하기 위한 추가 채널이 제공된다. 이 

들 추가 채널에는 다중 언어 해설 사운드가 제공될 수 

있다.

3) 낮은 표본화 주파수에서의 부호화

MPEG-2 오디오에서 의 또 다른 기능은 32kHz 이하의 

낮은 표본화 주파수를 사용하는 모드의 추가이다. 이들 

모드는 광대역 음성과 채널당 16kbps ~ 64kbps사이의 

비트율에 중간급의 음질을 필요로 하는 분야의 전송에 

유용하기 때문에, 해설뿐만 아니라 원격회의 시스템, 

그리고 비트율이 제한되는 곳의 웅용분야에 적합하다. 

낮은 표본화 주파수를 추가한 기본 개념은 고주파수 분 

해능 필터뱅크에 대한 부호화 이득을 증가시키기 위한 

것이다. 낮은 표본화 주파수의 또 다른 장점은 주정보 

와 부정보(특흐］, 헤더)의 개선율이다.

4. MPEG-2 AAC(ISO/IEC 13818-7)
MPEG 오디오 그룹에서 1997년 4 월에 제정한 국제 

표준으로 MPEG-1 오디오와의 역방향 호환성을 유지하 

지 않는 멀티채널 오디오 부호화 방식을 의미한다［4］.

MPEG-2 오디오가 MPEG-1 오디오와의 역방향 호환 

성을 유지하여야 한다는 요구 사항 때문에 명료한 음질 

을 재생하기 위하여 알고리즘이 복잡해지고, 처음에 목 

표로 설정하였던 비트율을 만족할 수 없었다. 이 때문 

에 역방향 호환성의 요구 사항을 배제함으로써 MPEG- 

2 오디오보다 통계적으로 성능이 좋은 부호화기를 개발 

하여야 한다는 인식이 MPEG 오디오 그룹내에서 이루 

어 졌으며, 이것이 MPEG-2AAC 를 개발하게 된 동기가 

된다.
MPEG-2 AAC 의 기본적인 요구 사항은 역방향 호환 

성이 필요 없다는 것 외에는 MPEG-2 오디오 BC 의 요 

구 사항과 유사하다. 가장 중요한 요구 사항들을 열거 

하면 다음과 같다.

1) 표본화 주파수는 32kHz, 44.1kHz, 그리고 48kHz를 

수용한다.

2) 입력 채널의 구성은 1/0(모노) 및 2/0(스테레오)로부 

터 최대 3/2+1(전방의 좌측/우측 중앙, 후방의 좌측/ 

우측, 저주파수 효과 채널)까지의 다른 구성이 가능 

하다.
3) 증가된 채널 수뿐만 아니라 감소된 채널 수까지 재 

생할 수 있는 방법이 알고리즘에 포함된다.

4) 오디오 품질은 ITU-R 의 방송 품질에 부합하도록 

3/2+1 의 채널 구성에 384kbps 의 비트율 이내로 한 

다.
5) 편집 가능한 최소 형태(gran니arity)의 오디오 포맷을 

갖기 위해 미리 정의된 오디오의 접근 단위를 설정 

히-고, 이를 빈•영한다.

6) 。차의 복구성을 높이기 위해 비트 오차 발생시 비 

트 스트림 동기를 유지하기 위한 구조와 오차 방지 

를 위한 구조를 제공한다.

이 방식은 명료한 음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비트율 

이 크지 않으며, 사용된 알고리즘의 일부가 멀티미디어 

용 부호화 방식인 MPEGY 오디오의 일부 기술로 활용 

된다는 장점이 있으나 기존의 MPEG-1 오디오 부호화 

방식을 수용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다.
MPEG-2 AAC 인코더 및 디코더의 처리 블록 구성도 

는 그림 4와 같다.

5. MPEG-4 오디 오(ISO/IEC 14496-3)
MPEG-4 오디오는 저작자, 서비스 제공자, 사용자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부호화 기술로서 오디오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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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표현 단위인 오디오 오브젝트(o^ect)를 대상으로 하 

며, 음성 및 음악과 같은 자연음(natural aucHo)과 구조적 

표현에 근거한 합성음(synthetic audio) 모두를 재현하기 

위한 기술(tool)을 제공한다. 이러한 신호의 재현은 압축 

과 다른 기눙(scalability 또는 다른 속도의 재생 둥)을 

제공하고, 특흐］, 합성음의 재현은 문자 또는 악기 표현 

에 의해서, 그리고 잔향과 공간음과 갑은 효과를 제공 

하는 특징을 부호화함으로써 만들어 진다［11］.

1) 자연음 부호화

MPEG4 오디오 표준은 자연음에 대해 2kb/s부터 

64kb/s 까지의 범위를 갖는 비트율로 부호화한다. 

MPEG-4 기술의 일부인 MPEG-2 AAC 표준을 이용하면 

이 비트율보다 더 높은 비트율의 오디오 부호화를 수행 

할 수 있다. MPEG-4 오디오에서는 전체 영역의 비트율 

내에서 고품질의 오디오는 물론 특별한 기능들을 제공 

하기 위해서 크게 3가지 유형의 부호화 기술이 정의된 

다. 첫번째는 8kHz 표본화 주파수를 갖는 음성을 2 ~ 

4kb/s 로, 그리고 8kHz 또는 16kHz 표본화 주파수를 갖 

는 오디오를 4~16kb/s 로 압축하는 저비트율 부호화 방 

식인 Parametric coding 기술, 두번째는 8kHz 표본화 주 

파수를 갖는 협대역 음성과 16kHz 표본화 주파수를 갖 

는 광대역 음성에 대해 6 ~ 24kb/s로 압축하는 중간 비 

트율 부호화 방식인 CELP coding 기술, 그리고 세번째 

는 8kHz 이상의 표본화 주파수를 갖는 오디오 신호에 

대해 16 - 64kb/s 또는 그 이상의 비트율로 압축하는 고 

품질 부호화 방식인 T/F coding 기술 둥이다.

오디오 신호 대역, 비트율’ MPEG-4 오디오 부호화 

기술과의 관계号 도시하면 그림 5 와 같다.

2) 합성음 부호화

MPEG-4 오디오에서는 구조화된 입력을 기반으로 

한 음을 생성한다. 즉, 문자 입력을 합성음으로 변환 

(TTS : Text-to-Speech)할 수 있으며, 음악을 포함한 일반 

음이 합성될 수 있다. 합성음악은 정확한 음을 표현하 

면서 매우 낮은 비트율로 처리된다.

TTS 의 경우 일반 문자 및 운율 파라미터(pitch 

contour, phoneme duration 둥)롤 가진 문자들이 이해성이 

높은 합성음을 만들기 위한 입력으로 사용되며, 다음의 
특별 기능울 갖는다
1) 원음의 운율京 사용한 음성합성

2) 운율 정보를 갖는 얼굴 에니메이션 제어

3) 트릭 모드 기능 : 휴지, 재시작, jump forward/ 

backward

4) 문자를 위한 국제 언어 제공

5) 음소를 위한 국제 부호 제공

6) 나이, 성별, 언어, 화자의 방언을 규정하는 방법 제 

공
악보 합성 (SDS : Score Driven Synthesis) 의 경우 

SAOL(Structured Audio Orchestra Language)^ 불g 는 특별 

한 합성 언어에 의해서 처리된다. 이 언어는 오케스트 

라가 악기를 보충하도록 정의하는 제어 데이터를 만들 

고, 처리하는데 사용된다. MPEG-4 오디오는 합성방법을 

표준화하는 것이 아니라 합성을 표현하는 방법을 표준 

화하는 것이다. 향후의 합성방법은 파형표(wavetable), 

FM, 부가어(additive), 물리적 모델링, 분리합성뿐만 아 

니라 이들 방식의 비파라미터성 혼합형을 포함하는 

SAOL 로 표현될 수 있다.

합성의 제어는 비트스트림에 있는 악보 또는 각본 

을 다운로드 받음에 의해서 수행된다. 악보는 특정한 

시간에 다양한 악기가 전체 음악 연주 또는 음향 효과 

의 발생을 하도록 하는 순차적 명령어의 집합이다. 

SASL(Structured Audio Score Language)이라 불리는 언어 
로 다운로드된 악보 표현은 새로운 음을 만드는데 사용 

될 수 있다. 이것은 최종 합성음상에서 더 세련된 제어 

를 작곡가에게 부여한다. 이렇게 세련된 제어를 필요로 

하지 않는 합성 처리에 대해 설정된 MIDI 프로콜이 오 

케스트라를 제어하기 위하여 사용될 수 있다.

MPEG-4 오디오에서는 이해성있는 음성으로부터 고 

품질 다채널 오디오까지 그리고, 자연음으로부터 합성 

옴까지 광범위한 웅용분야에 이용할 수 있는 많은 기눙 

들올 제공하고, 다음과 같은 구성을 갖는 오디오 오브 

젝트의 매우 효율적인 표현기술을 제공한다.

1) 음성신호 : 음성 부호화 도구를 사용하여 2 ~ 24kb/s 

의 비트율을 갖는 음성 부호화

2) 합성음 : 흔합형 scaleable ITS 는 문자 또는 운율 파 

라미터를 갖는 문자들을 이해성있는 합성음을 만들 

기 위한 입력으로 사용한다.

3) 낮은 대역폭 오디오 신호 : 인터넷 오디오 서비스와 

같이 대역이 엄격히 제한된 채널상에서 음악과 음성 

을 표현하기 위한 기능

4) 높은 대역폭 오디오 신호 : 고품질 오디오를 제공하 

기 위한 기능으로 모노에서 다채널까지의 방송품질 

오디오 표현이 가능한 기능

5) 합성 오디오 : 악보 제어 정보를 특별한 언어로 표 

현된 음악 악기에 적용하는 구조화된 오디오를 제공 

하는 기능

6) 졍계화 복잡도를 갖는 합성 오디오 : 표준화된 파형 

표의 처리를 제공하는 구조화된 오디오 구현 기능.

MPEG-4 오디오 부호화는 다음과 같은 새로운 기능 

들올 포함한다.

가변둥급(scalability) : 가변등급이란 비트 스트림의 어 

떤 부분만으로 복호화가 가능하며, 더 낮은 품질과 

대역 또는 선택된 내용으로 의미있는 오디오 신호를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 가변등급은 MPEG4 의 주요 

특징 중 하나로서 MPEG4 의 입 장에서 보면 몇가지 

중요한 기술들을 필요로 한다. MPEG4 의 중요한 기 

술적 어려움(부호화 효율을 향상시키는 것을 제외하 

면)은 부호화 효율의 영향을 줄이면서 가변단위룔 실 

현하는 것이 된다.

제한된 시간의 오디오 스트림(limbed time bit stream) : 

몇개의 오디오 채널은 선택적으로 혹은 하나의 오디 

오 출력 채널로 혼합되어 재생될 수 있다. 이러한 시 

간 제한은 사용자가 어떤 영상물에 속해 있거나 한 

부분으로 되어 있는 오디오 데이타의 재생을 제어할 

수 있게 한다. 효율적인 부호화에 의해 현재의 멀티 

채널 부호화에 소요되는 비트율보다 낮게 부호화할 

수 있다.

. 피 치 조절/시 간축 조절(pitch change/time scale change) : 

이 기눙에 의해 일정 시간 구간의 신호를 되풀이하는 

것에 의해 여러가지 오디오 신호의 동기롤 맞추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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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가능하다. 현재 이 기능은 후처리에 의해 수행되 

지만 고려되이야 하는 사항은 효율적으로 피치 조절/ 

시간축 조절을 구현하는 것이다.

. 편집성(editability) : 압축된 오디오 데이타의 조작이 

필요한 관건이다. 비트 스트림의 임의의 내용에 대한 

자유롭게 접근이 필요하다.

. 지연(delay) : 웅용분야에 따라 긴 지연이 허용될 수도 

있고(단방향의 비대화형 서비스의 경우), 허용되지 않 

을 수도 있다(양방향 통신분야의 경우).

6. MPEG-7 오디 오
MPEG-7 오디오는 다양한 형태의 오디오 정보의 표 

현 방법을 표준화하는 것으로서 Multimedia(audio) 

Content Description Interf初ce 라고 한다. 표현(description)은 

오디오의 내용 그 자체와 연관되어 있으며, 사용자가 

원하는 자료를 편리하고, 빠르게, 그리고 효율적으로 

검색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휘바람 소리로 특정 오디오 신호를 발생하면 해 

당되는 운율과 음에 맞는 정보를 검색하여 제공하여 주 

는 표준 인터페이스의 표현 방법을 기술하는 것이다.

MPEG-7 오디오 표현은 오디오 정보의 압축/복원에 

는 상관없지만 오디오 데이터를 시공간에서 특정한 연 

관을 갖는 객체로 부호화하는 수단을 제공한다. MPEG- 

7온 현재 요구사항이 정의되어 기술 제안서 (Call for 

proposals)를 모집하고 있는 상태이며, 세부 일정은 다음 

과 같다[5].

- Call for proposals: 199응. 10.

-Working E>raft: 1999.12.

-Connnittee Draft: 2000.10.

-Draft kitemational Standard: 2001. 7.

-International Standard: 2001. 9.

MPEG-7 오디오의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다.

1) Query classes : MPEG-7 은 주파수 윤곽선, 옴색, 화옴, 

주파수 프로파일, 크기 포락선, 운율, 자체 내용, 음 

파 추정, 음원, 공간음 구조 둥과 같은 query class 들 

을 허용하는 오디오 표현을 제공하여야 한다.

2) 청각 데이터 유형 : MPEG-7 은 다음과 같은 유형의 

청각 데이터 검색을 제공하여야 한다.

- MPEG-1 오디오, CD 와 같은 디지털 오디오

- 아날로그 오디오

- 가라오케를 포함하는 MIDI

- Model-based audio & Producti(m audio

3) 청각 subclass : MPEG-7 은 다음 subda阪 의 청각 데 

이터에 적용할 수 있는 메타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 사운드 트랙 & 사운드 효과

- 음악 & 음성

- 기호화된 오디오 표현 & mixing 정보

7. 결론
디지털 오디오 부호화 방식의 국제 표준 기술 특징 

및 응용 분야에 대하여 기술하였다. MPEG 오디오 국제 

표준은 사용 영역과 웅용 분야에 따라 다양한 적용이 

가능하도록 제정되었기 때문에 일반 사용자뿐만 아니라 

전문가들도 오디오 품질, 비트율, 지연시간, 처리 복잡 

도, 에러 처리 능력 둥의 요인을 고려한다면 합리적인 

방식을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다.

MPEG-1 오디오 계충 II는 현재 CD4, CD-Video 등 

에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호환성을 갖는 한 계속해서 

이러한 시스템에 채택될 것이고, MPEG-1 과 MPEG-2 오 

디오 계충 m 은 위성 라디오, 고품질 오디오의 인터넷 

전송, ISDN 전송 둥에 사용될 것이다.

MPEG-2 AAC 는 가장 최근에 제정된 국제 표준이기 

때문에 멀티채널 오디오의 새로운 기술의 부호화 표준 

이 될 것이며, 소비자용 및 전문가용 모두를 위한 새로 

운 고품질 사운드의 저장매체와 전송의 웅용분야에 사 

용될 것이다.

MPEG-4 오디오는 미래의 멀티미디어 표준이 될 것 

이며, 다소 복잡하지만 오디오 또는 오디오-비쥬얼 데 

이터의 전송과 저장을 위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시스 

템이 될 것이다. MPEG-4 오디오가 확장가능하고, 개방 

화된 표준으로 제정되고 있기 때문에 미래에 오디오 부 

호화에 대한 새로운 방법이 제시되어도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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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MPEG」스테레오 오디오 비트스트림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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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MPEG-2 오디오 인코더 블록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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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Encoder

coded audio stream

(b) Decoder

그림 4. 지각 부호화 방법의 기본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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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MPEG-4 오디오의 부호화 영 역

-25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