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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MPEG Surround is an audio coding technology that represents 
multi-channel audio signal with downmixed audio signal(s) and 
very low bitrate side information based on Binaural Cue 
Coding. The side information consists of Inter-Channel Level 
Difference, Inter-Channel Correlation, and payloads. These two 
parameters are correspondent to the well-known spatial 
parameters in psycho-acoustics, Inter-aural Level Difference 
(ILD) and Inter-Aural Cross Correlation (IACC). 

Though ICLD is to provide perceptually equivalent ILD to 
the listener, however, the ILD of the original multi-channel 
audio signal and that of the MPEG Surround encoded signal 
was different. The difference between two ILD values is 
defined as ILD Distortion (ILDD). This paper provides how 
ILDD can be applied to enhance sound quality in MPEG 
Surround and how much ILDD is decreased. 

 

1. 서론 
 

전자공학의 빠른 발전은 다양한 음성, 음향 부호 기술

을 발전시켜왔다. 일부는 bandwidth 라는 비용을 줄이기 

위하여 발전되어왔고, 일부는 현실감을 제공하며 충실

한 음질을 제공하기 위하여 발전되어왔다. 이러한 기술

들은 더욱 효율적으로 사용되기 위하여 국제적인 두개

                                                           
  .  

의 표준화 기관인 ITU 와 ISO 를 통하여 세계적으로 표

준화가 이루어진다. 최근 2~3 년간 ISO 산하의 MPEG 

오디오 그룹에서 “MPEG 4 –  Spatial Audio Coding”이

라는 이름으로 시작되어 현재 MPEG D 로 불리는 

MPEG Surround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중이다. 

MPEG Surround는 멀티채널 오디오 신호의 각 채널

간에 중복된 성분을 제거하여 효율적으로 표현하는 오

디오 부호 방식이다. 따라서 멀티채널 오디오 신호를 

다운믹스한 모노/스테레오 신호와 이를 복구하기 위한 

부가 정보들을 송신함으로써, 비트율을 줄일 수 있다. 

그 핵심 기술로는 다운믹스한 신호에 대해서는 AAC 

(Audio Advanced Coding)를 사용하여 압축하고, 다운믹스

된 신호를 멀티채널로 추출하기 위하여 사용될 부가정

보는 BCC (Binaural Cue Coding)가 사용된다. BCC에 있

어서 ICLD (Inter-Channel Level Difference)와 ICC (Inter-

Channel Correlation)가 공간감에 중요한 요소인 ILD 

(Inter-aural Level Difference), IACC (Inter-Aural Cross 

Correlation)와 연관되어 사용된다. 

본 논문에서는 현재 MPEG Surround 에서사용되는 

ICLD, ICC 를 통하여 다시 합성된 멀티채널 오디오 신

호를 ILD Distortion 이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음질을  개

선하는 방법 및 그 결과에 대하여 소개한다.    

ILD DISTORTION을 이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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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상배, 최인용, 성굉모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전기컴퓨터공학부  
뉴미디어 통신공동연구소 

 

Sound Quality Enhancement in MPEG Surround 

by Using ILD Distortion 
 

Sang Bae Chon, In Yong Choi, and Koeng-Mo Sung 
Institute of New Media & Communications 

School of Electrical Engineering and Computer Science 
Seoul National University 

E-mail : strlen@acoustics.snu.ac.kr, ciy@acoustics.snu.ac.kr, kmsung@acoustics.snu.ac.kr 



2006년도 대한전자공학회 하계종합학술대회 제29권 제1호 

 

242 

 

2. 본론  
다른 오디오 압축 코덱들과는 달리 MPEG Surround에서

는 채널간의 상관도를 통하여 멀티채널 오디오 신호를 

압축하는 특성을 갖는다. 그 기반 기술인 Binaural Cue 

Coding은 청취자가 공간감을 느끼는 인자들인 ILD, ITD, 

IACC 를 ICLD, ICTD, ICC 로 제공하는데에 그 핵심을 

두고 있다.  

현재 MPEG Surround 에서는 이들 3가지 요소들 중에 

ICLD 와 ICC 를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ILD

에 영향을 주는 ICLD 외의 요소들에 의하여 ICLD 가 

동일한 경우에도 음원이 변질되어 ILD 값이 다르게 나

타나는 현상이 발생한다. 이에 동기를 두고 ILD 

Distortion이라는 개념의 인자를 정의하게 되었다. 

ICLD 등의 부가정보는 Bin 의 개념에서 추출된다. 

MPEG Surround 에서의 Bin 은 44100Hz 로 샘플링된 음

원의 경우, 시간축상에서 2048 샘플을 Short Time Fourier 

Transform 을 통하여 주파수 변환을 한 후, 청각기관을 

모델링한 Equivalent Rectangular Bandwidth Filterbank 를 

통하여 얻어진다. 단위 시간당 특정 밴드인 Bin 에서 채

널별 레벨의 차이를 ICLD 로, 채널간 상관도를 ICC 로 

추출한다. 

진행된 일련의 실험에서는 이러한 Bin 단위로 ILD 

Distortion을 측정하였다. ILD Distortion (ILDD)은 Bin 단

위의 원본 음원의 ILD 와 코덱 통과후의 ILD 의 차로 

정의된다. 

위의 과정을 통하여 추출된 ILDD 정보가 ICLD 를 적용

하는 과정에서 양자화된 ICLD값들의 양자화 구간을 고

려하여 ILDD 값이 가장 근접하게 나올 수 있도록 대표

값을 형성하여 보정한 결과 신호 자체적으로는 

Quantization Error 를 줄이고 음질적인 면으로서는 향상

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3. 실험 결과   
다음 그림들은 실험을 통한 각각의 음원에서의 ILD 

Distortion 을 이용한 보정작업 이후, ILD Distortion 을 

다시 측정하여 그 분포를 표현한 그림으로, ILD 

Distortion 이 감소함을 뚜렷히 보여준다. 사용된 음원

은 MPEG Surround 의 표준화의 과정에서 사용되는 멀

티채널 음원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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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glock의 ILDD (11.9에서 7.7로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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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indie2의 ILDD (11.9에서 7.7로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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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chostakovitch의 ILDD(11.9에서 7.7로 감소) 

 

4. 결론 및 향후 계획 
본 논문에서 제안한 방법에 의하여 ILDD 를 감소시킴

으로써 결과적으로 음질을 향상시킬 수 있음을 확인하

였다. 이러한 ILDD 값을 적은 정보량으로 표현하는 방

법에 초점을 맞추어 향후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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