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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논문에서는 을이용한 모드기반의주파수정보복원기술을제안한다 모드는 에서지원하는음성을CNN TCX . TCX USAC
위한 양자화 기술로 부호화 과정에서 포락선을 평탄화한 후 양자화한다 이러한 평탄화 동작은 주파수 정보 간의 상관도를 높여.
네트워크의 학습을쉽게만들고예측성능을높인다 제안하는방법은청각심리모델기반으로구현된주파수정보 복원방법에.

모드 기반의양자화방법을적용하여일부주파수정보만을사용해손실된주파수정보를복원한다 제안하는방법을사용해TCX .
기존 방법보다 낮은 학습 오차를 얻었고 최적화 되지 않은 조건에서 동등한 음질을 얻었다.

서론1.

인공지능의 발달로오디오부호화 기술에대한 새로운 연구가 진행
되고있다 인공지능기반의오디오부호화 기술은손실된음원정[1-3].
보를 학습된 네트워크를 사용해 복원함으로써 낮은 비트레이트에서 우
수한 음질을 얻을 수 있도록 만들었다.

기존 인공지능기반의 오디오부호화기술은 각도메인에서학습된
네트워크를 사용해손실된음원정보를복원한다 네트워크는제공된음.
원 정보를 사용하여손실된음원정보를만들도록학습되며제공된정보
와 손실된 정보 간의 상관도가 높을수록 네트워크의 성능은 올라간다.
하지만 기존 방법은 정보 간 상관도를 높여주는 동작 없이 오디오 정보
를 그대로 사용하여 음원에 따라 성능 차이를 보인다.

제안하는방법은 에서unified speech and audio coding (USAC)
지원하는 모드를기반으로양자화된주파수정보를사용하여손실TCX
된 주파수 정보를복원한다 모드는음성을위한양자화기술로음. TCX
원의 포락선을계산하고음원의포락선을평탄화한후양자화한다 이러.
한 동작은 주파수 정보 간의 상관도를 높이며 네트워크가 복원해야 할,
정보 중 하나인 포락선 정보를 제거하여 네트워크의 성능을 높여준다.

모드를 사용하여 양자화된 주파수 정보를 에서 보고된 주파수TCX [3]
복원 방법에 적용하여 손실된 주파수 정보를 복원한다.

제안하는 방법을 통해 에서 보고된 청각 심리 모델 기반 방법보[3]
다 학습 오차가 감소하였으며 주관적 평가에서 동등한 성능을 얻었다, .
주파수 복원 방법의 구조가 청각 심리 모델 기반으로 구현된 것을 고려
할 때 모드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다TCX .

제안하는 방법2.

모드 기반의 주파수 평탄화 방법2.1 TCX

의 모드는시간도메인 에서포락선USAC TCX (time domain, TD)
을 계산하고 주파수 도메인 으로 표현된(frequency domain, FD)

계수의 포락선을 제거한다 포락선 계산을 위해 차 계수MDCT . 16 LPC
를 사용하며 를통해얻은 개의포락선크기정보를사용하여평, DFT 64
탄화한다 모드의 주파수 평탄화 수식은 식 과 같다. TCX (1) .

     (1)

식 에서(1) 와 는포락선을통해얻은스케일정보이며 밴드단,
위로 업데이트된다 그림 은 모드로평탄화시킨 의예를보. 1 TCX MDCT
여준다.

그림 을 통해 입력의 포락선이 평탄화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1 .

을 이용한 주파수 정보 복원2.2 CNN

제안하는방법은 을사용하여손실된주파수정보를복원한다CNN .
주파수 정보 복원은 중대역에 적용하며 저대역은 에서 지원하는, US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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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환 기반 부호화 기술로 처리한다 추가로 고대역은 오토인코더.
를 사용하여 부호화한다 각대역의정의와정보전(autoencoder, AE) .

송 방법은 에서 보고된 방법을 사용한다 그림 는 중대역 주파수 정[3] . 2
보 복원 방법의 예시를 보여준다.

그림 에서2 는주파수인덱스이며 은서브프레임인덱스를 나타낸
다. kL은 저대역 경계이며 로 설정한다4 kHz .

인코더는 모드로양자화된중대역정보중 체크패턴으로TCX 2-D
주파수정보를선택하고선택된주파수정보만을디코더로전송한다 추.
가로 손실된 주파수 정보의 부호 및 크기 정보를 에 입력하여 잠재AE
벡터로 표현하고 벡터 양자화를 통해 전송한다 이 정보를 사전 정보.

라 정의한다 디코더는전송된주파수정보와손실(prior information) .
된 주파수 정보의 사전 정보를 복원한 후 주파수 크기 정보를 에CNN
입력하여 손실된주파수크기정보를복원한다 을통해복원된주. CNN
파수 크기 정보에 전송된 사전 정보로 복원한 중대역 부호를 적용한다.
이후 포락선을 복원하여 계수를 최종 복원한다MDCT .

성능 평가3.

본 논문에서는 학습을 위해 총 시간의 길이를 갖는57 Beethoven
와 을 학piano sonata, VCTK speech dataset RWC music dataset

습 데이터로 사용한다 학습데이터와확인데이터는 비율로나누. 9 : 1
어진다 실험데이터로는 오디오그룹에서지원하는총 초길. MPEG 165
이의 개 음원을 사용한다 실험 데이터는 음성 음악 혼합 데이터로12 . , ,
구성된 개의카테고리로 나누어평가하며각카테고리마다 개의음원3 4
을 사용한다 모든음원은단일채널음원이며 샘플링레이트를. , 32 kHz
갖는다 부호화기로사용되는 의비트레이트는 를사용하. USAC 48 kbps
며 모드는 를 고정으로 사용한다TCX TCX1024 .

그림 은 제안하는방법과기존방법의 학습 오차 그래프를보여준3
다 보이는 것과같이동일한학습데이터에서제안하는방법이기존방.
법보다 낮은 학습 오차를 갖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는주관적청취평가결과를보여준다 청취평가를위해 명이4 . 4
참여하였으며 를 적용하였다 그림 를 통해 제안하는 방, MUSHRA [4]. 4
법과 기존 방법이 모든 카테고리에서 동등한 성능을 갖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주파수 복원 방법이 청각 심리 모델을 기반으로 구현되었다는.
것을 고려하였을 때 모드의 발전 가능성을 보여준다TC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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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4.

본 논문에서는 을 이용한 모드 기반의 주파수 정보 복원CNN TCX
기술을제안한다 모드를사용해주파수정보의포락선을평탄화시. TCX
켜 네트워크의학습성능을높였다 제안하는방법은청각심리모델기.
반으로 구현된 기존 주파수 정보 복원 구조에서도 우수한 성능을 얻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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