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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은 MPEG의 서브밴드 필터링을 웨이블렛 변환으로 대체하였을 때 얼마만큼의 계산량이 감소하는 가를 연구하 

였다. MPEG 오디오에서는 16비트 PCM 오디오 데이타를 입력으로 받아 서브밴드 필터링후 서브밴드 샘플을 양자화하 

여 전송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MPEG의 서브밴드 필터링의 경우 32 대역의 둥간격으로 분할한다. 이 경우 32개의 필 

터가 필요하고 각 필터는 512의 길이를 갖는 필터를 사용한다. 본 연구에서는 분할 대역을 6개로 하고 웨이블렛 필터중 

가장 짧은 Haar 필터를 사용하였다. 제안된 시스템은 256kbps 이상의 전송율에서는 MPEG 오디오와 비슷한 수준의 CD 
음질을 유지하였으며, 계산량 비교결과 부호화기는 약 40%, 복호화기는 약 7。%의 감소를 얻었다.

ABSTRACT

This paper is aimed to propose a new wavelet audio signal coding scheme which reduces the complexity of well-known 
MPEG(Moving Picture Expert Group)-Audio. The filters of MPEG-audio apply subband technique on the 16-bits PCM 
audio to aquire bitstream of subband samples using dynamic bit allocation. If we use the wavelet coefiicients instead of 
subband samples and 6 bands which is less than 32 bands of MPEG-audio, the complexity can be reduced. A new audio 
signal compression algorithm in this paper is based on wavelet transform and the proposed algorithm is compared with 
MPEG-audio. At the bitrate of 256kbps, the proposed algori나im maintains the CD(compact-disc) quality. We were able to 
reduce the about 40% of complexity at encoder and about 70% at decoder.

I.서 론

본 논문에서는 MPEG 오디오의 서브밴드 필터링 대신 

에 오디오 신호를 6개의 주파수 대역으로 웨이블렛 변환 

을 하여 웨이블렛 계수를 양자화하는 웨이블렛 오디오 

부호화/복호화기를 연구하였다.

웨이블렛 변환을 이용한 오디오 부호화기와 복호화기 

의 성능 테스트는 주관적인 오디오 음질 테스트인 MOS 

(Mean Opinion Score) 테스트를 실시하여 256kbps 이상 

의 높은 전송율에서는 MPEG 오디오와 비슷한 수준의 

음질을 얻었다. 이것은 CD(Compact Disc)의 음질을 유 

지한다고 말할 수 있다. 계산량에 있어서는 부호화기의 

경우 MPEG 오디오와 비교해서 약 40%의 계산량이 감 

소하였고, 복호화기의 경우는 약 70%의 계산량이 감소하 

였다.

2절에서는 대표적인 오디오 압축 알고리듬인 MPEG 

오디오에 대하여 설명하였고, 3절에서는 MPEG 오디오 

의 서브밴드 필터링 대신 적용한 웨이블렛 변환을 설명 

하였다. 4절에서는 MPEG의 서브밴드 필터링 대신 웨이 

블렛 변환을 이용한 오디오 부호화기/복호화기의 전체 

구조를 기술하였다. 5절에서는 웨이블렛 오디오 신호 부 

호화기/복호화기의 성능 평가 결과, 즉 청취 테스트 결과 

인 음질 평가 결과와 계산량 비교 결과를 서술하였고, 6 

절에서는 결론과 앞으로의 과제에 대하여 서술하였다.

n. MPEG 오디오 코딩

ISO/IEC MPEG에서는 영상 신호를 포함하여 약 1.5 

Mbps의 전송율을 만족하면서 CD 정도의 음질을 얻을 

수 있는 오디오 부호화 방식으로 Philips, IRT, CCITT 둥 

에 의해 개 발된 MUSICAM 방식을 채택하였다[1]. MUS- 

ICAM 방식은 청각 특성을 이용한 서브밴드 부호화 방식 

으로 96-128kbps에서 주관적으로 원음과 동일한 복원된 

음을 얻을 수 있으며 MPEG 계충 2의 기본이 되었다. 

MPEG 오디 오 시 스템 의 .부호화기와 복호화기 구조는 그 

림 1,2와 같다.

입력 신호는 32개의 둥간격 필터뱅크를 통과하여 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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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MPEG 오디오 시스템의 부호화기 구조.

Fig 1. Block Diagram of ISO MPEG-Audio Layer II Encoder

그림 2 MPEG 오디오 시스템의 복호화기 구조.

Fig 2. Block Diagram of ISO MPEG-Audio Layer II Decoder

밴드 샘플로 바뀌어진다. 이때 심리 음향 모델에서는 FFT 
를 통하여 마스킹 임계값을 얻어 양자화에 쓰이는 비트 

할당 정보를 주게 된다• 즉, 필터뱅크의 출력값과 마스킹 

임계값을 가지고 신호 대 마스크 비(SMR： Signal to Mask 

Rati。)를 구하여 주관적으로 양자화 잡음이 신호에 의해 

마스킹 될 수 있도록 비트할당을 한다• 양자화된 서브밴 

드 샘플과 비트할당 정보, 크기 인자(scalefactor)둥이 부가 

정보로서 비트열에 포함된다•

mpeg 오디오 시스템은 부호화기의 복잡도와 성능에 

따라 세개의 계충으로 나뉜다• 계충 1은 한 프레임을 384 

샘플로 해서 두 채널 스테레오 신호에 대해 128, 192kbps 
에서 CD 수준의 음질을 제공하며 비교적 간단한 하드웨 

어로 구현할 수 있다• 계충 2에서는 좀더 복잡해진 부호 

화기로 더 큰 압축율을 얻을 수 있다• H52 샘플, 즉 계층 

1의 세 프레임을 단위로 비트할당을 하며 128kbps보다 

낮은 비트율에서 응용된다. 계층 3에서는 엔트로피 부호 

화까지 고려하여 더욱 전송율을 낮춘다•

복호화기에서는 압축된 비트열올 풀어 각 서브밴드 샘 

플들을 복원하고 합성 필터에 통과시켜 PCM 복원 신호 

를 얻는다. 복호화기는 부호화기에 비해 간단하며 심리 

음향에 관한 정보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2.1 서브밴드 분석과 합성

MPEG 계층 1, 2에서는 32개의 동일 크기를 갖는 가중 

중첩 가산(weighted overlap-add) 방법의 필터뱅크를 사 

용한다. 서브밴드 분석 과정은 다음과 같다. 먼저 32개의 

새로운 오디오 샘플이 입력되면 차례로 512 샘플 크기를 

갖는 큐(queue)에 저장한다. 이 버퍼에 분석 윈도우를 곱 

한 후, 512 샘플을 8개의 64 샘플 블럭으로 나누고 각 블 

럭을 더하여 새로운 벡터를 구성한다. 여기에 식 (1)과 같 

은 분석 행렬을 곱하여 32개의 서브밴드 샘플을 만든다•

M,4 = cos[(2z +1)(^-16) (1)

서브밴드 합성은 부호화된 32 서브밴드 샘플로 출력 

오디오 신호를 복원하는 과정으로 분석 과정의 역으로 

한다. 이 때 사용되는 합성 행 렬은 식 ⑵와 같다.

N弟=cos j (i +16) (2 k +1) ■金] ⑵

2.2심리 음향 모델(Psychoacoustics model)
심리 음향 모델올[2, 3] 사용하면 각 서브밴드에서 원음 

에 의해 마스킹 되어 들을 수 없는 최대 잡음 레벨을 결 

정할 수 있다. 이 잡음 레벨(마스킹 임계값)을 사용해서 

각 밴드의 실제 양자화기를 결정하는 비트 할당을 할 수 

있다. MPEG 방식에서는 두 가지의 심리음향 모델을 제 

공하는데 계층 1, 2에서는 심리음향 모델 1을 사용하여 

마스킹 임계값을 구한다.

계충 에서는 512-point, 계층 2에서는 1024-point FFT 
를 통해 스펙트럼을 구하고, 이로부터 각 서브밴드에서 

의 음압 레 벨(SPL： Sound Pressure Level)을 결정 한다. 여 

기에서 마스킹 성분이 순음 또는 잡음인가에 따라 마스 

킹 곡선이 달라지므로 스펙트럼 정보로부터 순음 성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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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음 싱분은 찾아내 야 한다. 먼저 순음 성분을 찾아낸 후 

나머지 스펙트럼에서 하나의 임계 대역(critical band) 내 

에서 한 개의 삽음 성분을 구한다. 부분 최대값중에서 주 

위 신호보다 7 dB 이상 크면 순음으로 간주한다. 여기에 

실험적으로 구해진 마스킹 함수를 적용하여 순음에 의한 

晔스킹 임계값을 子한다. 전체 마스킹 임계값은 개별 마 

스킹 임계값과 가청 한계의 합으로 구해진다. 그리고 각 

서브밴드에서의 음압 레벨과 마스킹 임계값과의 차를 구 

하여 신호대 마스크 비를 계산한다. 결국 SMR이 작다면 

신호의 음압 레벨이 작거나 마스킹이 많이 되는 것이므 

로 적은 비트를 가지고 효과적 인 양자화를 할 수 있다. 계 

층 3에서는 FFT 스펙트럼을 청신경의 여기 모델인 스프 

레 딩 함수와 콘볼루션하여 마스킹 임 계값을 구하는 심 리 

음향 모델 2를 사용한다. 이 방법은 계산량이 많지만 더 

정교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

2.3 크기인자 계산

각 서브밴드에서 크기인자 계산은 12샘플마다 이루어 

진다. 이들 12 샘플의 절대값 중 최대값을 찾아서 0에서 2 

사이로 정규화 시킨다. 계충 1, 2에서는 표준안에 제안된 

63개 크기 인자로 정 규화 시 킨 최대값보다 바로 다음으로 

큰 값이 크기인자가 된다. 이를 부호화하는데는 인덱스 

만 필요하므로 6비트가 사용된다. 계층 2에서는 36 샘플 

이 한 프레 임 이므로 3개의 크기 인자가 얻어 진다. 또한 사 

용되는 비트를 더욱 줄이기 위하여 인접한 크기인자가 

비슷한 값을 가질 때는 한 개의 값만을 전송한다.

2.4 동적 비트 할당

비트 할당에 사용되는 기본 법칙은 한 프레임에 사용 

가능한 비트를 넘지 않으면서 그 프레임 전체의 잡음 대 

마스크 비 (NMR：Noise to Mask Ratio)를 최소화시키는 

것이다. 한 샘플당 사용 가능한 비트는 계층 1 에서는 0 비 

트에서 15 비트까지 를 쓸 수 있으나 1비 트는 사용하지 않 

는다.

계충 2에서는 0 비트에서 16 비트까지 사용하며 고주 

파 대역에 많은 비트가 할당되지 않는 통계적 특성을 이 

용하여 고주파 대역의 비트 할당 정보에 사용되는 비트 

를 줄인다. 즉, 어떤 밴드에 16비트까지 할당될 수 있다면 

비트 할당 정보는 4비트가 필요하게 되지만 고주파 대역 

에는 8 비트에서 4 비트까지 만을 할당하여, 비트 할당 정 

보에 사용되는 비트를 각각 3, 2 비트만 사용한다. 비트 

할당 과정은 각 밴드 별로 MNR을 구한 후 사용 가능한 

비 트를 모두 사용할 때 까지 반복적으로 수행 한다. 각 서 

브밴드에 대해서 MNR은 SNR에서 SMR을 빼서 얻어진다.

2.5 서브밴드 샘플의 양자화

서브밴드 샘플을 양자화 할 때, 0 근처 작은 값에 대한 

오차를 줄이기 위해서 0 근처에서 대칭을 이루는 선형 양 

자화기가 사용된다. 각 서브밴드 샘플들은 크기인자에 의 

해 나누어져 정규화된 후 다음과 같이 양자화되어 진다.

-AX+B 계산

— N개 의 MSB(Most Significant Bit)만을 취 한다.

一 MSB를 반전시 킨다.

위 과정에서 AX+B를 행하면 [-1, 1| 사이의 값이 

]-l,(-2N + l)]의 범위로 변환되므로 2N-1 레벨로 양자 

화하기 용이해진다. 여기서 N은 할당된 비트의 수이고 

A, B는 양자화 계 수이 다.

ID. 웨이블렛 변환(Wavelet Transf아m)

웨이블렛 이론은 응용수학에서 처음 소개된 후 최근 

컴퓨터 비젼 분야에서 연구되어 온 다중해상도 표현과 

연관성이 있음이 밝혀졌으며 이산 웨이블렛 변환 이론은 

이산 신호의 서브밴드 분해 방법과도 연관성이 존재한다 

[4], 연속 웨이블렛 변환은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CWT(t,a) = ^ 典、)応0t (3)

侦 必■느) ⑷

식 (4)에서 는 원형(prototype) 웨이블렛이며, (陽，는 甲。) 

를 이동(shift)과 확장(dilation)하여 구해진다. 식 ⑷를 살 

펴보면 크기 인자 a가 증가할 수록 창함수 以上丄)의

a

길이가 길어짐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짧은 지속기간을 갖 

는 고주파 신호에 대해서는 짧은 창함수를 사용하고 긴 

지속시간을 갖는 저주파 신호에 대해서는 긴 창함수를 

이용하는 결과가 되어 주파수 영역에 따른 다중 해상도 

를 갖게 된다. 신호가 짧은 지속시간을 가지는 고주파 성 

분이나 긴 저주파 성분 또는 이의 합성으로 구성되어 있 

는 경우 웨이블렛 변환은 고정된 시간-주파수 해상도를 

갖는 단구간 푸리에 변환에 비해 더욱 유리하리라는 것 

을 알 수 있다. 식 ⑶의 연속 웨이블렛 변환은 시간과 크 

기 인자가 연속인 값을 갖기 때문에 이를 실제 이용 가능 

한 이산적인 형태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dJtk = \ 사) 心N)허 ⑸

k(t) = aQ 2 (pt-kT) (6)

식 (6)에서 ㈤처 1이고 샘플링 주기 丁가 작을 경우는 식 

0)의 근사식이 된다. 웨이블렛 변환을 이용한 계수 구현 

을 더욱 용이하게 하기 위해 向로 하는 dyadic 웨이블렛 

변환은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

d詩=j烏 j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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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느 <pQT t-kT) (8)

웨이블렛 변환시 각 스케일은 각각 바로 위의 스케일 

에서 인자 2로 데시메이션하여 구해지게 되므로 각 스케 

일의 샘플수는 상위 스케일의 반이 되는 것이다- 신호를 

웨이블렛 변환을 이용하여 분할하기 위해서는 트리 형태 

의 필터뱅크를 구성한다. 입력신호가 저역통과 필터와 

고역통과 필터를 거치게 되면 한 번의 웨이블렛 변환이 

이루어지며, 이러한 과정을 반복적으로 수행하여 웨이블 

렛 변환된 신호를 얻을 수 있다. 그림 3은 이와같은 과정 

을 거친 신호들 중에서 고역통과 필터를 거친 신호의 주 

파수 해상도를 나타내고 있고 이것이 바로 웨이블렛 변 

환의 주파수 해상도이다.

그림 5. 웨이블렛 오디 오 복호화기 의 구조

디g 5. Block Diagram of Wavelet Audio Deco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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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웨 이블렛 변환의 주파수 분포

Fig 3. Frequency Distribution of Wavelet Transform

IV. 웨이블렛 오디오 시스템의 구조

이번 절에서는 웨이블렛 변환을 이용한 오디오 부호화 

기/복호화기(encoder/decoder)의 구조에 대하여 설명을 

한다. 서브밴드 샘플들 대신 웨이블렛 계수를 양자화할 

경우 필터 길이가 짧은 필터로 필터링을 할 수 있기 때문 

에 계산량을 감소 시킬 수 있고, 분할 대역을 32개보다 적 

은 수로 줄일 수 있기 때문에 또한 계산량을 감소 시킬

(b)분할된 대역

그림 6. 5-단계의 옥타브 필터뱅크

Fig 6. An O아ave-Band Filter Bank with 5-Stages

수 있다. 웨이블렛 변환을 이용한 오디오 시스템의 전체 

구조는 그림 4, 5와 같다.

그림 4와 MPEG 오디오 부호화기인 그림 1을 비교하 

여 보면, 간략화된 것을 알 수 있다. MPEG 오디오에서 

는 오디오 신호를 입력받아서 서브밴드 필터링을 한다. 

웨이블렛 변환을 이용한 오디오 부호화기에서는 오디오 

신호를 입력으로 받아서 웨이블렛 변환 후 양자화를 한

Digital Aud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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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s = 32, 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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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웨이블렛 오디오 부호화기 의 구조

Fig 4. Block Diagram of Wavelet Audio Enco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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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웨이블렛 변환은 그림 6에 나타난 것처럼 5-단계 웨이 

블렛 변환을 수행하고 웨이블렛 변환에 의하여 분할된 6 

대역에 대하여 크기인자를 얻어낸다. 심리음향 모델에서 

는 분할된 6 대역의 비트할당 정보를 알아내고 이 정보를 

이용하여 6 밴드 웨이블렛 계수를 양자화하게 된다.

V. 실험 결과

본 논문에서는 웨이블렛 변환을 이용한 오디오 시스템 

의 성능을 평가하기 위하여 주관적인 오디오 신호 음질 

평가와 MPEG과의 부호화기/복호화기의 계산량을 비교 

하였다. 최근에 소개되는 대부분의 오디오 압축 기술에 

서는 심리음향 모델을 이용하기 때문에 객관적인 성능 

평가의 의미가 작다. 즉, 손실 압축을 수행하지만 인간의 

청각계로 청취할 때는 원신호와의 구분이 어렵게 되는 

것이다.

성능 평가 방법은 주관적 테스트의 가장 대표적인 방 

법인MOS 테스트 방법을 사용하였다. 우선 원래의 11개 

오디오 신호를 들려주고, 복원된 오디오 신호를 들려주 

면서 5점에서 1점의 점수로 오디오 신호를 평가하는 방 

법으로 수행하였다.

5.1 오디오 신호 음질 평가 결과

MPEG 오디오 계충 2는 스테레오, 두 채널에 대해서 

384에서 32kbps까지의 전송율을 제공한다. 웨이블렛 변 

환을 이용한 오디오 시스템 또한 MPEG 오디오 계층 2를 

기 반으로 하기 때문에 같은 전송율을 제공할 수 있다. 음 

질 평가는 두 채널에 대해서 384에서 128kbps까지의 전 

송율을 갖는 오디오 신호에 대하여 성능 평가를 실시하 

였다. 성능 평가에 참가한 인원은 주로 비전문적인 오디 

오 청취자 15명이고, 표 1은 각각의 전송율에서 대하여 

MOS 테스트 결과를 평균과 표준편차로 나타낸 것이다.

테스트 결과 전송율 384kbps에서 전체 평균 4.56점, 표 

준편차 0.66을 받았고 320kbps에서는 평균 4.64, 표준편 

차 0.56, 256kbps에서 는 평균 4.48, 표준편차 0.65의 점 수 

를 받았다. 음질 평가 결과에서 보듯이, 256kbps 이상의 

전송율에서는 제안한 시스템이 MPEG오디오와 비숫한 

수준의 CD음질을 유지함을 알수있었다. 320kbps에서의 

결과가 384kbps보다 더 높게 나오고, 편차도 제일 작은 

값을 얻은 이유는 두개 의 전송율이 모두 CD 음질을 유지 

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실제 음질보다는 음질 평가시 

청취자의 심리상태나 평가 환경의 변화에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으므로 나온 결과라고 사료된다.

5.2 계산량 비교 결과

MPEG 오디오와 웨이블렛 변환을 이용한 오디오 부호 

화기/복호화기의 계산량 비교는 그림 7, 8과 표 2, 3에 나 

타나 있다. 계산량 비교에 사용된 오디오 샘플은 5064 프 

레임을 갖는 오디오 신호이다. 비교 방법은 우선 각각의 

전송율에 대하여 동일한 컴퓨터에서 프로그램의 시작 시 

간과 종료 시간을 측정하여 그 차이를 계산된 시간으로 

하였다. 그림 7에서 세로축은 가장 높은 계산량을 보이는 

전송율 384kbps에서 MPEG의 계산량을 100%로 하였을 

때의 상대적인 값들올 나타낸다. 부호화기의 경우, 전송 

율 384kbps에서는 40.12% 계산량이 감소하였고 128kbps 

에서는 39.90% 감소하여 전체적으로 약 40%의 계산량이 

감소한 것을 알 수 있다.

복호화기의 경우는 부호화기보다 더 많은 계산량 감소 

를 얻었다. 384kbps의 경우 66.32%, 128kbps의 경우는 

72.18%의 계산량 감소를 얻었다. 복호화기에서 부호화기 

보다 더 많은 계산량의 감소를 보인 이유는 부호화기의 

경우 부호화기 전체 계산량의 반 이상이 심리음향 모델

표 1. 오디오 청취 테스트 결과

Ta이e 1. The Listening Test Results of Wavelet Audio System

오디오 신호 384 320 256 224 196 160 128
Flute___________ 4.60 4.93 4.64 3.93 3.36 2.기 2.36

__Oboe___________ _4.67 _ 主丄_ _W_ _3亙 _2^7_
_Tenoi^Saxqphqne _ 痂 4.66 双 2勇 1荔

VioHn__________ 487 負9 布 扬 2.29
Dou 비 e-Bass 4.希 凍 布 赤B

Piano___________ z而 4万 4.43 3希 a药 2.50 _2.36_
Pipe-Organ _W_ _4^86_ ，豆 _4；07_ 3J4 -些으 _

4.87 4袞 _4.57 1 ；.50 _ 쐬으 _ _3.43_ 一•心_
African Drums 4.53 4.无 4.79 4.64 3.93 2.93 _2.36_
Brass Ensem비e 齿 方 齿 Z矿 漏1 i矿 1.29
Ensem 이 e 4.33 4^0 4.36 4^7 3.86 2.57 2.21

평 균 4.56 4.64 4.49 4.04 3.50 2.48 2.07
표춘 편차 0.66 0.56 0.65 0.87 1.00 1.65 1.04

그림 7. 부호화기의 계산량 비교

Fig 7. Comparison of Encoder Complexity

그림 8• 복호화기의 계산량 비교

Fig 8. Comparison of Decoder Complex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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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부호화기 의 계산량과 감소율

Table 2. Encoder Complexity

전송율 

(kbps) MPEG(%) 웨이블렛(%) 감소율 (%)

128 94.61 56.87 39.90
160 95.86 57.43 40.09
192 96.25 58.34 39.39
224 97.30 58.73 39.64
256 95.57 59.86 37.37
320 98.98 59.67 39.72
384 100.00 59.88 40.12

표 3. 복호화기 의 계산량과 감소율

Table 3. Decoder Complexity

전송율 

(kbps) MPEG(%) 웨이블렛(%) 감소율 (%)

128 92.16 25.64 72.18
160 93.25 27.15 70.88
192 95.08 29.79 68.67
224 95.91 30.39 68.31
256 96.79 31.08 67.89
320 98.77 32.29 67.31
384 100.00 33.68 66.32

을 계산하고 비트 할당을 하는 부분에서 사용돤다. 하지 

만 복호화기의 경우는 심리음향이나 비트 할당 정보를 

찾아내는 부분이 없고 단지, 역 서브밴드 필터링하는 부 

분에서 복호화기 의 계산량을 대부분 소비하기 때문이다.

VI. 결론 및 앞으로의 과제

본 논문은 MPEG 오디 오의 CD 수준의 음질을 유지 하 

면서 계산량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MPEG의 서브밴드 필 

터링 대신 웨이블렛 변환을 이용한 오디오 신호 부호화 

기/복호화기에 대한 연구를 하였다. 웨이블렛 오디오 부 

호화기/복호화기는 MPEG 오디오 알고리듬의 서브밴드 

샘플 양자화 대신에 오디오 신호를 웨이블렛 변환하여 

웨이블렛 계수를 양자화하는 구조를 갖는다. 제안된 웨 

이블렛 오디오 부호화기/복호화기의 주관적인 음질 평가 

결과는 384kbps 전송율에서 MOS 테스트 4.56, 320kbps 

에서 4.64, 256kbps에서 4.49의 점수를 받아서 256kbps 이 

상의 높은 전송율에서는 MPEG 오디오와 비슷한 수준인 

CD 음질을 유지하였다. MPEG 오디오 알고리듬과의 계 

산량 비교 결과, 부호화기에서 약 40%, 복호화기에서 약 

70%의 계산량이 줄어들었다.

계산량의 감소로 본 논문의 웨이블렛 변환을 이용한 

오디오 신호 부호화기/복호화기는 실시간 처리에 큰 도 

움을 주리라 생각하고, 복호화기의 경우는 특별한 하드 

웨어 없이 펜티엄급 PC에서 실시간 처리도 가능하리라 

사료된다.

웨이블렛 패킷 변환을 이용할 경우 원하는 대역을 계 

속 필터링함으로써 좀더 세분화된 비트할당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오디오의 음질 개선에 도움이 될 것 

이다. 또한 웨이블렛 변환을 이용하여 나누어지는 대역 

을 심리음향의 임계대역과 유사하게 분할한다면 MPEG 
에서 처럼 오디오 신호를 서브밴드 양자화하고 심리음향 

의 입력으로 사용하는 대신 웨이블렛 변환된 계수를 양 

자화와 심 리음향에 동시에 사용이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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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 연구소, 신호처리 연구 

실, 연구원

1991 년시992년 : 미국 AT&T Bell Labolatories, 음성 신호 

처리 연구실, 연구원

1992년~현재 :인하대학교 공과대학 전자공학과, 현（부교수） 

1995년~현재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음성 언어 처 리 연구

실 초빙 연구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