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술명 : 오디오 음량 측정 및 조절 기술
(Technology for Automatic Control of Sound Loudness)

산업기술분류 방송 – 방송미디어장비․단말 – 측정/제어장비
Key-word(국문) 방송 음량, 음량 측정, 자동 음량 제어
Key-word(영문) broadcasting loudness, loudness measurement, automatic loudness control
■ 기술의 개요

○

(

배경) 방송 채널, 방송 프로그램, 멀티미디어 콘텐츠 등 각 콘텐츠에 포함

된 음량 차이에 의한 소비자 불편 및 청각 손실 방지에 대한 필요성 증가

○

(

개요) 오디오 음량 측정 국제표준

ITU-R

BS.1770-3*

을 만족하는 오디오 음

량의 실시간 측정 및 자동 음량 조절을 통해 청각에 편안한 음량을 제공하
는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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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의 청각 및 형상 특징을 고려한 라우드니스 기반의 새로운 음량 측정 방법

< 기술 개요도 >
■ 기술의 구현수준(TRL)

으로,

■ 기술의 장점(경쟁기술과의 차별성)

○ 음량의 측정뿐만 아니라 사용자의 청각을 보호할 수 있도록 자동 음량조절 가능
※ 자동조절 지연시간
미만
○ 청각적 특성을 고려한 후처리 보정 기능 포함
○ 국제 음량 측정 표준 만족
: 15msec

-

ITU-R BS.1770-3,

EBU

R128,

ATSC A/85

만족

○ 방송 장비 외 각종 멀티미디어 기기에 탑재 가능한
-

모드에 따른 선택 지원으로 음량 자동 조절

-

32

㎑

,

44.1

SW

기술

㎑ ㎑ 등 다양한 음원에 대한 음량 측정 및 조절 지원
,

48

■ 활용범위 및 응용분야

○ 음량 측정기 음량 제어기 음량 모니터링 장비 등 방송 장비 분야
○ 스마트폰
플레이어 등 다양한 멀티미디어 기기
,

TV,

-

,

,

MP3

멀티미디어 콘텐츠 재생 시 청취자 보호를 위한 핵심 모듈로 적용

○ 음원 서비스 기업 등에서 음원 서비스의 음량 조절 모듈로서 활용
○ 보청기 등 음량조절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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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발명의 명칭 LD Budget 기반의 오디오 LD 자동 제어 방법 및 시스템

(57) 요 약
LD Budget 기반의 오디오 LD 자동 제어 방법 및 시스템이 제공된다.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오디오 제어 방법
은, 컨텐츠에 대한 LD Budget을 계산하고, 컨텐츠의 재생에 따라 LD Budget을 차감시키켜, 잔여 LD Budget을 기
초로 잔여 컨텐츠의 오디오 LD를 제어한다. 이에 의해, LD Budget 기반 오디오 LD 자동 제어를 통해, 목표 LD를
맞추면서도, 다이내믹 레인지 감소와 왜곡 발생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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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세 서
청구범위
청구항 1
컨텐츠에 대한 오디오 LD(LouDness) 할당량을 계산하는 단계;
컨텐츠의 재생에 따라 오디오 LD 할당량을 차감시키는 단계; 및
잔여 오디오 LD 할당량을 기초로, 잔여 컨텐츠의 오디오 LD를 제어하는 단계;를 포함하고,
상기 제어단계는,
상기 잔여 오디오 LD 할당량의 크기에 비례하는 잔여 컨텐츠의 오디오 LD의 조절 계수를 결정하여, 잔여 컨텐츠
의 오디오 LD를 제어하되,
상기 잔여 컨텐츠의 오디오 LD의 조절 계수에 제한을 두어 운용하며,
상기 잔여 컨텐츠의 오디오 LD의 조절 계수에 대한 변동율에 제한을 두어 운용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오디오
제어 방법.

청구항 2
청구항 1에 있어서,
상기 계산단계는,
상기 컨텐츠의 총 재생 시간과 목표 LD를 이용하여, 상기 오디오 LD 할당량을 계산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오
디오 제어 방법.

청구항 3
청구항 2에 있어서,
상기 차감단계는,
현재까지 재생된 컨텐츠에 대한 평균 오디오 LD 및 현재까지의 재생 시간을 이용하여, 상기 오디오 LD 할당량의
차감량을 산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오디오 제어 방법.

청구항 4
청구항 3에 있어서,
상기 제어단계는,
상기 컨텐츠의 잔여 재생 시간과 상기 목표 LD에 의해 산출되는 오디오 LD 필요량이, 상기 잔여 오디오 LD 할당
량 보다 작도록 제어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오디오 제어 방법.

청구항 5
삭제
청구항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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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청구항 7
청구항 2에서,
상기 컨텐츠는, 방송 프로그램이고,
상기 목표 LD는, 방송 규격에 의해 결정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오디오 제어 방법.

청구항 8
컨텐츠에 대한 오디오 LD(LouDness) 할당량을 계산하는 계산부;
컨텐츠의 재생에 따라 오디오 LD 할당량을 차감시키는 관리부; 및
잔여 오디오 LD 할당량을 기초로, 잔여 컨텐츠의 오디오 LD를 제어하는 제어부;를 포함하고,
상기 제어부는,
상기 잔여 오디오 LD 할당량의 크기에 비례하는 잔여 컨텐츠의 오디오 LD의 조절 계수를 결정하여, 잔여 컨텐츠
의 오디오 LD를 제어하되,
상기 잔여 컨텐츠의 오디오 LD의 조절 계수에 제한을 두어 운용하며,
상기 잔여 컨텐츠의 오디오 LD의 조절 계수에 대한 변동율에 제한을 두어 운용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오디오
제어 시스템.

발명의 설명
기 술 분 야
[0001]

본 발명은 오디오 LD(LouDness) 제어 방법에 관한 것으로, 더욱 상세하게는 방송 규격에 부합하도록 오디오 LD
를 자동으로 제어하는 방법 및 시스템에 관한 것이다.

배 경 기 술
[0002]

종래 오디오 LD 자동 제어 방법은 현재 데이터 및 과거 데이터를 활용하여, 현재 LD를 바꾸는 방식을 이용한다.
도 1은 종래의 오디오 LD 자동 제어 시스템을 도시한 도면이다.

[0003]

종래의 오디오 LD 자동 제어 시스템은, 도 1에 도시된 바와 같이, LD 측정부(10) 및 LD 자동 제어부(20)를 포함
한다.

[0004]

LD 측정부(10)는 입력된 오디오의 LD를 측정하고, LD 자동 제어부(20)는 LD 측정부(10)에서 측정된 LD와 목표
LD를 비교하여 입력된 오디오의 LD를 자동으로 제어한다.

[0005]

이에 따르면, 오디오의 LD를 목표 LD에 빠르게 맞출 수 있지만, 다이내믹 레인지(Dynamic Range)가 감소 되고,
원음과의 왜곡이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다.

발명의 내용
해결하려는 과제
[0006]

본 발명은 상기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안출된 것으로서, 본 발명의 목적은, 다이내믹 레인지 감소와
왜곡 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LD Budget 기반 오디오 LD 자동 제어 방법 및 시스템을 제공함에 있
다.

과제의 해결 수단
[0007]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오디오 제어 방법은, 컨텐츠에 대한 오디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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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LouDness) 할당량을 계산하는 단계; 컨텐츠의 재생에 따라 오디오 LD 할당량을 차감시키는 단계; 및 잔여 오
디오 LD 할당량을 기초로, 잔여 컨텐츠의 오디오 LD를 제어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0008]

그리고, 상기 계산단계는, 상기 컨텐츠의 총 재생 시간과 목표 LD를 이용하여, 상기 오디오 LD 할당량을 계산할
수 있다.

[0009]

또한, 상기 차감단계는, 현재까지 재생된 컨텐츠에 대한 평균 오디오 LD 및 현재까지의 재생 시간을 이용하여,
상기 오디오 LD 할당량의 차감량을 산정할 수 있다.

[0010]

그리고, 상기 제어단계는, 상기 컨텐츠의 잔여 재생 시간과 상기 목표 LD에 의해 산출되는 오디오 LD 필요량이,
상기 잔여 오디오 LD 할당량 보다 작도록 제어할 수 있다.

[0011]

또한, 상기 제어단계는, 상기 잔여 오디오 LD 할당량의 크기를 기초로, 상기 잔여 컨텐츠의 오디오 LD의 조절
계수를 결정할 수 있다.

[0012]

그리고, 상기 제어단계는, 상기 잔여 컨텐츠의 오디오 LD의 조절 계수는, 상기 잔여 오디오 LD 할당량의 크기에
비례할 수 있다.

[0013]

또한, 상기 컨텐츠는, 방송 프로그램이고, 상기 목표 LD는, 방송 규격에 의해 결정될 수 있다.

[0014]

한편,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 따른, 오디오 제어 시스템은, 컨텐츠에 대한 오디오 LD(LouDness) 할당량을 계
산하는 계산부; 컨텐츠의 재생에 따라 오디오 LD 할당량을 차감시키는 관리부; 및 잔여 오디오 LD 할당량을 기
초로, 잔여 컨텐츠의 오디오 LD를 제어하는 제어부;를 포함한다.

발명의 효과
[0015]

이상 설명한 바와 같이, 본 발명의 실시예들에 따르면, LD Budget 기반 오디오 LD 자동 제어를 통해, 목표 LD를
맞추면서도, 다이내믹 레인지 감소와 왜곡 발생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된다.

[0016]

즉, 본 발명의 실시예들에 따르면,

고품질 자동 음량 제어를 통해, 원음 손상을 최소화하면서, 목표 LD를 맞출

수 있는 방법, 시스템 및 장비의 제공이 가능해진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0017]

도 1은 종래의 오디오 LD 자동 제어 시스템을 도시한 도면,
도 2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오디오 LD 자동 제어 시스템의 블럭도,
도 3은 LD Budget 기반 오디오 LD 자동 제어부의 상세 블럭도,
도 4는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 따른 LD Budget 기반 오디오 LD 자동 제어 방법의 설명에 제공되는 흐름도, 그
리고,
도 5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LD Budget 기반 오디오 LD 자동 제어 방법과 기존 방법의 성능 결과를 나타낸
도면이다.

발명을 실시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
[0018]

이하에서는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을 보다 상세하게 설명한다.

[0019]

도 2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오디오 LD(LouDness) 자동 제어 시스템의 블럭도이다.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오디오 LD 자동 제어 시스템은, LD Budget 기반으로 오디오 LD를 자동으로 제어한다.
[0020]

이와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오디오 LD 자동 제어 시스템은, LD 측정부(110) 및 LD
Budget 기반 오디오 LD 자동 제어부(120)를 포함한다.

[0021]

LD 측정부(110)는 입력되는 방송 프로그램의 오디오 LD를 측정하고, 측정된 LD를 LD Budget 기반 오디오 LD 자
동 제어부(120)에 제공한다.

[0022]

LD Budget 기반 오디오 LD 자동 제어부(120)는 목표 LD와 방송 프로그램 재생 시간를 이용하여 LD Budget을 생
성하고, 방송 프로그램 재생에 따라 LD Budget을 차감시켜 가면서, 잔여 LD Budget에 따라 방송 프로그램의 오
디오 LD를 제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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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23]

구체적으로, LD Budget 기반 오디오 LD 자동 제어부(120)는 방송 프로그램의 잔여 재생 시간과 목표 LD에 의해
산출되는 오디오 LD 필요량이, 잔여 LD Budget 보다 작은 상태를 유지하도록 제어한다.

[0024]

도 3은 LD Budget 기반 오디오 LD 자동 제어부(120)의 상세 블럭도이다.

도 3에 도시된 바와 같이, LD Budget

기반 오디오 LD 자동 제어부(120)는, LD 자동 제어부(121), LD 조절 계수 산출부(122), LD Budget 생성부
(123), 잔여 LD Budget 관리부(124) 및 출력 오디오 LD 측정부(125)를 포함한다.
[0025]

LD Budget 생성부(123)는 현재 재생중인 방송 프로그램에 대한 LD Budget을 계산한다.

구체적으로, LD Budget

생성부(123)는 방송 프로그램의 총 재생 시간과 목표 LD를 곱한 값을 LD Budget을 계산한다.
[0026]

LD Budget의 단위로 LKFS(Loudness, K-weighted, relative to Full Scale)×Sec(초) 가 사용가능한데, 그 밖의
다른 단위를 사용하는 것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

[0027]

출력 오디오 LD 측정부(125)는 LD 자동 제어부(121)에서 출력되는 오디오 LD를 측정하고, 측정된 오디오 LD를
잔여 LD Budget 관리부(124)에 전달한다.

[0028]

잔여 LD Budget 관리부(124)는 방송 프로그램의 재생에 따라 LD Budget을 차감시킨다.

[0029]

즉, 잔여 LD Budget 관리부(124)는 LD Budget 생성부(123)에서 계산된 LD Budget에서, '출력 오디오 LD'를 '출
력 시간(재생 시간)'에 따라 적분한 값을 차감하여, 잔여 LD Budget을 실시간으로 계산한다.

[0030]

다른 방법으로, 잔여 LD Budget 관리부(124)는 현재까지 재생된 방송 프로그램에 대한 평균 오디오 LD 및 현재
까지의 재생 시간을 곱하여, 오디오 LD 차감량을 계산할 수도 있다.

[0031]

LD 조절 계수 산출부(122)는 잔여 LD Budget 관리부(124)에 의해 계산된 잔여 LD Budget의 크기를 기초로, 잔여
방송 프로그램에 대한 오디오 LD의 조절 계수를 산출한다.

[0032]

LD 조절 계수 산출부(122)에 의해 산출되는 잔여 컨텐츠의 오디오 LD의 조절 계수는, 잔여 LD Budget의 크기에
비례한다.

[0033]

또한, LD 측정부(110)에서 측정된 오디오 LD에 비례할 수 있다.

LD 자동 제어부(121)는 LD 조절 계수 산출부(122)에 의해 산출되는 조절 계수를 기초로, 방송 프로그램의 오디
오 LD를 자동으로 조절하여 출력한다.

[0034]

도 4는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 따른 LD Budget 기반 오디오 LD 자동 제어 방법의 설명에 제공되는
흐름도이다.

[0035]

도 4에 도시된 바와 같이, 먼저 LD Budget 생성부(123)가 현재 재생중인 방송 프로그램에 대한 LD Budget을 계
산한다(S210).

[0036]

LD Budget은 '방송 프로그램의 총 재생 시간' × '목표 LD'로 계산가능하다.

다음, 잔여 LD Budget 관리부(124)는 출력 오디오 LD 측정부(125)에서 측정된 출력 오디오 LD를 이용하여, 방송
프로그램의 재생에 따라 LD Budget을 차감시켜 잔여 LD Budget을 계산한다(S220).

[0037]

S220단계에서, 차감량은, 출력 오디오 LD 측정부(125)에서 실시간으로 전달되는 '출력 오디오 LD'를 '출력 시간
(재생 시간)'에 따라 적분하여 계산할 수도 있고, 출력 오디오 LD 측정부(125)에서 실시간으로 전달되는 출력
오디오 LD의 평균에 출력 시간을 곱하여 계산할 수도 있다.

[0038]

이후, LD 조절 계수 산출부(122)는 S220단계에서 계산된 잔여 LD Budget의 크기를 기초로, 잔여 방송 프로그램
에 대한 오디오 LD의 조절 계수를 산출한다(S230).

[0039]

그리고, LD 자동 제어부(121)는 S230단계에서 산출된 조절 계수로, 방송 프로그램의 오디오 LD를 자동으로 조절
하여 출력한다(S240).

[0040]

S210단계 내지 S240는 방송 프로그램이 종료될 때까지 계속된다(S250).

[0041]

도 5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LD Budget 기반 오디오 LD 자동 제어 방법과 기존 방법의 성능 결과를 나타낸
도면이다.

[0042]

도 5에 나타난 바와 같이,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LD Budget 기반 오디오 LD 자동 제어 방법은, 기존의 오디
오 LD 제어 방법 보다 원음의 손상을 최소화하고, 원음의 다이내믹 레인지를 최대한 유지하면서 목표 LD를 맞출
수 있다.

[0043]

지금까지, LD Budget 기반의 오디오 LD 자동 제어 방법 및 시스템에 대해, 바람직한 실시예들을 들어 상세히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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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하였다.
[0044]

위 실시예에서, LD 조절 계수 산출부(122)에 의해 산출되는 잔여 컨텐츠의 오디오 LD의 조절 계수에, 제한을 두
어 설정/운용하도록 구현이 가능하다.

잔여 LD Budget이 아주 많이 남은 경우에 오디오 LD가 지나치게 커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수단이다.
[0045]

또한, LD 조절 계수 산출부(122)에 의해 산출되는 잔여 컨텐츠의 오디오 LD의 조절 계수에 대한 변동율에도, 제
한을 두어 설정/운용하도록 구현이 가능하다.

잔여 방송 프로그램이 많이 남아 있지 않은 경우에 오디오 LD의

급격한 변동을 방지하기 위한 수단이다.
[0046]

아울러, 위 실시예에서 언급한 방송 프로그램은 오디오 컨텐츠 또는 오디오를 포함한 영상 컨텐츠의 일 예에 불
과하다.

따라서, 방송 프로그램이 다른 종류의 컨텐츠로 대체되는 경우도 본 발명의 기술적 사상이 적용될 수

있다.
[0047]

그리고, 방송 프로그램의 경우, 목표 LD는, 방송 규격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일반적이겠지만, 그 밖의 다른 요
소에 의해 결정되는 경우도 본 발명의 기술적 사상이 적용될 수 있다.

[0048]

한편, LD Budget은 개념 도입을 위해 사용한 용어로, 오디오 LD 할당량의 의미하며, 그 밖의 다른 용어가 사용
되는 경우에도, 실질이 동일하다면, 본 발명의 범주에 포함된다.

[0049]

또한, 이상에서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대하여 도시하고 설명하였지만, 본 발명은 상술한 특정의 실시
예에 한정되지 아니하며, 청구범위에서 청구하는 본 발명의 요지를 벗어남이 없이 당해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
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자에 의해 다양한 변형실시가 가능한 것은 물론이고, 이러한 변형실시들은 본 발명의
기술적 사상이나 전망으로부터 개별적으로 이해되어져서는 안될 것이다.

부호의 설명
[0050]

110 : LD 측정부
120 : LD Budget 기반 오디오 LD 자동 제어부
121 : LD 자동 제어부

122 : LD 조절 계수 산출부

123 : LD Budget 생성부

124 : 잔여 LD Budget 관리부

125 : 출력 오디오 LD 측정부

도면
도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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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

도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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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발명의 명칭 오디오 음량 측정 방법 및 장치

(57) 요 약
오디오 음량 측정 방법 및 장치가 제공된다.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오디오 음량 측정 장치는, 오디오 데이터
들을 1차 필터링하는 제1 필터들, 오디오 데이터들을 2차 필터링하는 제2 필터들, 필터링된 오디오 데이터들을
합성하는 합성부 및 합성된 오디오 데이터의 음량을 측정하는 측정부를 포함하고, 제1 필터들과 제2 필터들은 최
초 블럭에 대해 오디오 데이터들을 블럭 단위로 필터링하고, 최초 블럭 이후의 블럭에 대해서는 오디오 데이터들
을 서브 블럭 단위로 필터링한다. 이에 의해, 오디오 음량 측정에 필요한 오디오 데이터 필터링을 수행함에 있
어 필터링 되는 단위를 축소시켜, 저 복잡도를 갖는 구성으로 오디오 음량 측정이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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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세 서
청구범위
청구항 1
오디오 데이터들을 1차 필터링하는 제1 필터들;
상기 제1 필터들에서 필터링된 오디오 데이터들을 2차 필터링하는 제2 필터들;
상기 제2 필터들에서 필터링된 오디오 데이터들을 합성하는 합성부; 및
상기 합성부에서 합성된 오디오 데이터의 음량을 측정하는 측정부;를 포함하고,
상기 제1 필터들과 상기 제2 필터들은,
최초 블럭에 대해서는, 오디오 데이터들을 블럭 단위로 필터링하고,
최초 블럭 이후의 블럭에 대해서는, 오디오 데이터들을 서브 블럭 단위로 필터링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오디
오 음량 측정 장치.

청구항 2
청구항 1에 있어서,
상기 제1 필터들과 제2 필터들은,
최초 블럭 이후의 블럭에 대해서는, 이전에 필터링된 오디오 데이터들을 서브 블럭 단위로 시프트 시키면서, 입
력되는 오디오 데이터들을 서브 블럭 단위로 필터링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오디오 음량 측정 장치.

청구항 3
청구항 1에 있어서,
상기 블럭은, 특정 시간(m) 동안의 오디오 데이터를 포함하고,
상기 서브 블럭은, m/n(n은 2 이상의 자연수) 동안의 오디오 데이터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오디오 음
량 측정 장치.

청구항 4
삭제
청구항 5
청구항 1에 있어서,
상기 제1 필터들은,
2차 IIR(Infinite Impulse Response) 필터들이고,
상기 제2 필터들은,
RLB(Revised Low frequency B) 필터들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오디오 음량 측정 장치.

청구항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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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에 있어서,
상기 합성부는,
상기 제2 필터들에서 필터링된 오디오 데이터들에 각기 다른 가중치들을 부여하면서 합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
는 오디오 음량 측정 장치.

청구항 7
청구항 1에 있어서,
상기 측정부에서 측정된 음량 중 묵음에 해당하는 음량을 배제시키는 묵음 처리부;를 더 포함하고,
상기 오디오 데이터들은,
각기 다른 채널의 오디오 데이터들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오디오 음량 측정 장치.

청구항 8
오디오 데이터들을 1차 필터링하는 단계;
상기 제1 필터링된 오디오 데이터들을 2차 필터링하는 단계;
상기 제2 필터링된 오디오 데이터들을 합성하는 단계; 및
상기 합성단계에서 합성된 오디오 데이터들의 음량을 측정하는 단계;를 포함하고,
상기 제1 필터링 단계와 상기 제2 필터링 단계는,
오디오 데이터들을 블럭을 구성하는 서브 블럭 단위로 필터링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오디오 음량 측정 방법.

발명의 설명
기 술 분 야
[0001]

본 발명은 오디오 측정에 관한 것으로, 더욱 상세하게는 방송을 통해 수신되거나 파일로 저장된 오디오 데이터
를 재생할 경우의 오디오 음량을 측정하는 방법 및 장치에 관한 것이다.

배 경 기 술
[0002]

오디오 음량(Audio Loudness)은 사람의 청각 시스템이 인지하는 주관적인 오디오 사운드의 크기, 즉 사람이 느
끼는 오디오의 감각적인 크기를 말하며, 오디오 음량 측정은 오디오 음량을 수치화시키는 것을 말한다.

[0003]

청각 보호를 위해, 오디오 음량은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서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규제하기 위해,

오디오 음량을 객관적으로 측정하기 위한 기술이 필요한데, 높은 복잡도를 갖는 오디오 신호처리가 요구된다.
[0004]

따라서, 측정 성능을 떨어뜨리지 않으면서도, 오디오 음량 측정에 있어 복잡도를 낮추기 위한 방안의 모색이 요
청된다.

발명의 내용
해결하려는 과제
[0005]

본 발명은 상기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안출된 것으로서, 본 발명의 목적은, 오디오 음량 측정에 있
어 저 복잡도를 실현하기 위해, 오디오 음량 측정에 필요한 오디오 데이터 필터링을 수행함에 있어 필터링 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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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를 축소시키는 오디오 음량 측정 장치 및 방법을 제공함에 있다.

과제의 해결 수단
[0006]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오디오 음량 측정 장치는, 오디오 데이터들을 1차 필
터링하는 제1 필터들; 상기 제1 필터들에서 필터링된 오디오 데이터들을 2차 필터링하는 제2 필터들; 상기 제2
필터들에서 필터링된 오디오 데이터들을 합성하는 합성부; 및 상기 합성부에서 합성된 오디오 데이터의 음량을
측정하는 측정부;를 포함하고, 상기 제1 필터들과 상기 제2 필터들은, 최초 블럭에 대해서는, 오디오 데이터들
을 블럭 단위로 필터링하고, 최초 블럭 이후의 블럭에 대해서는, 오디오 데이터들을 서브 블럭 단위로 필터링한
다.

[0007]

그리고, 상기 제1 필터들과 제2 필터들은, 최초 블럭 이후의 블럭에 대해서는, 이전에 필터링된 오디오 데이터
들을 서브 블럭 단위로 시프트 시키면서, 입력되는 오디오 데이터들을 서브 블럭 단위로 필터링할 수 있다.

[0008]

또한, 상기 블럭은, 특정 시간(m) 동안의 오디오 데이터를 포함하고, 상기 서브 블럭은, m/n(n은 2 이상의 자연
수) 동안의 오디오 데이터를 포함할 수 있다.

[0009]

그리고, 상기 제1 필터들은, 사람 머리에 의한 음향적 영향을 상기 오디오 데이터들에 반영하는 필터들이고, 상
기 제2 필터들은, 사람의 청각적 특성을 상기 오디오 데이터들에 반영하는 필터들일 수 있다.

[0010]

또한, 상기 제1 필터들은, 2차 IIR(Infinite Impulse Response) 필터들이고, 상기 제2 필터들은, RLB(Revised
Low frequency B) 필터들일 수 있다.

[0011]

그리고, 상기 합성부는, 상기 제2 필터들에서 필터링된 오디오 데이터들에 각기 다른 가중치들을 부여하면서 합
성할 수 있다.

[0012]

또한,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오디오 음량 측정 장치는, 상기 측정부에서 측정된 음량 중 묵음에 해당하는
음량을 배제시키는 묵음 처리부;를 더 포함하고, 상기 오디오 데이터들은, 각기 다른 채널의 오디오 데이터들일
수 있다.

[0013]

한편,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 따른, 오디오 음량 측정 방법은, 오디오 데이터들을 1차 필터링하는 단계; 상기
제1 필터링된 오디오 데이터들을 2차 필터링하는 단계; 상기 제2 필터링된 오디오 데이터들을 합성하는 단계;
및 상기 합성단계에서 합성된 오디오 데이터들의 음량을 측정하는 단계;를 포함하고, 상기 제1 필터링 단계와
상기 제2 필터링 단계는, 오디오 데이터들을 블럭을 구성하는 서브 블럭 단위로 필터링한다.

발명의 효과
[0014]

이상 설명한 바와 같이, 본 발명의 실시예들에 따르면, 오디오 음량 측정에 필요한 오디오 데이터 필터링을 수
행함에 있어 필터링 되는 단위를 축소시켜, 저 복잡도를 갖는 구성으로 오디오 음량 측정이 가능해진다.

이는,

오디오 음량 측정 장치를 구성하는 프로세서의 저 사양화를 가능하게 하여, 저 비용의 효과도 창출할 수 있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0015]

도 1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오디오 음량 측정 장치의 블럭도,
도 2는 오디오 데이터 시프트에 따른 오디오 데이터 중복 상태를 나타낸 도면, 그리고,
도 3은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 따른 오디오 음량 측정을 위한 필터링 방법을 나타낸 도면이다.

발명을 실시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
[0016]

이하에서는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을 보다 상세하게 설명한다.

[0017]

도 1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오디오 음량 측정 장치의 블럭도이다.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오디오 음

량 측정 장치는, 다채널 오디오 데이터들을 입력받아, 오디오 음량을 측정하기 위한 장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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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18]

도 1에서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오디오 음량 측정 장치는 5.1 채널의 다채널 오디오에 대한 음량 측정이 가
능한 것을 상정하였다.

단, 5.1 채널의 오디오 데이터들 중 우퍼 오디오 데이터는 저음 대역이므로 음량 측정

대상에서 배제시켰음에 유념하여야 한다.
[0019]

도 1에 도시된 바와 같이,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오디오 음량 측정 장치는, 전치-필터(Pre-filter)들(110-1
내지 110-5), RLB 필터(Revised Low frequency B Filter)들(120-1 내지 120-5), 합성부(130), 측정부(140) 및
묵음 처리부(150)를 포함한다.

[0020]

전치-필터들(110-1 내지 110-5)은 사람 머리에서 주파수에 따른 음향적 영향을 입력되는 오디오 데이터들에 반
영하는 필터들이다.

이를 위해, 전치-필터들(110-1 내지 110-5)은 1kHz 이상의 대역만 통과시키고, 1kHz 미만

의 대역은 차단시킨다.
[0021]

전치-필터들(110-1 내지 110-5)은 2차 IIR(Infinite Impulse Response) 필터들로 구현가능하지만, 그 밖의 다
른 필터들로 구현할 수도 있음은 물론이다.

[0022]

RLB 필터들(120-1 내지 120-5)은 전치-필터들(110-1 내지 110-5)에서 1차 필터링된 오디오 데이터들을 2차 필터
링한다.

RLB 필터들(120-1 내지 120-5)은 고주파 오디오에 대해 민감도가 높은 사람의 청각적 특성을 오디오

데이터들에 반영하는 필터들이다.
[0023]

이를 위해, RLB 필터들(120-1 내지 120-5)은 고주파 대역의 오디오 데이터에 대해서는 높은 가중치를 부여하고,
저주파 대역의 오디오 데이터에 대해서는 낮은 가중치를 부여한다.

[0024]

이와 같이,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오디오 음량 측정 장치는, 오디오 데이터를 사람의 청각 시스템이 느끼는
오디오 데이터로 변환하기 위해, 전치-필터와 RLB 필터로 구성되는 2단 필터 구조를 채택하고 있다.

[0025]

전치-필터들(110-1 내지 110-5)과 RLB 필터들(120-1 내지 120-5)의 필터링 단위는 '게이트 블럭' 또는 '서브 게
이트 블럭'이다.

'게이트 블럭'은 '400ms'의 오디오 데이터이고, '서브 게이트 블럭'은 게이트 블럭의 1/4인

'100ms'의 오디오 데이터이다.
[0026]

한편, 전치-필터들(110-1 내지 110-5)과 RLB 필터들(120-1 내지 120-5)은 게이트 블럭 크기의 버퍼를 보유하고
있다.

[0027]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오디오 음량 측정 장치에 오디오 데이터 입력이 개시되면, 전치-필터들(110-1 내지
110-5)은 최초 게이트 블럭(0~400ms)의 오디오 데이터들이 입력 완료된 후에(즉, 버퍼가 가득 찬 후에), 최초
게이트 블럭(0~400ms)의 오디오 데이터들에 대한 필터링을 수행한다.

[0028]

그리고, RLB 필터들(120-1 내지 120-5)도 전치-필터들(110-1 내지 110-5)에서 필터링된 최초 게이트 블럭
(0~400ms)의 오디오 데이터들에 대해 필터링을 수행한다.

[0029]

다음, 전치-필터들(110-1 내지 110-5)과 RLB 필터들(120-1 내지 120-5)은 필터링된 오디오 데이터들을 서브 게
이트 블럭(100ms) 만큼 시프트 시키고, 새로 입력되는 오디오 데이터들에 대해서는 서브 게이트 블럭(100ms) 단
위로 필터링을 수행한다.

[0030]

즉, 전치-필터들(110-1 내지 110-5)은 필터링된 최초 게이트 블럭(0~400ms)의 오디오 데이터들을 100ms 시프트
시키고, 새로 입력된 서브 게이트 블럭(400~500ms)의 오디오 데이터들에 대해 필터링을 수행한다.

[0031]

그리고, RLB 필터들(120-1 내지 120-5)도 2차 필터링된 최초 게이트 블럭(0~400ms)의 오디오 데이터들을 100ms
시프트 시키고, RLB 필터들(120-1 내지 120-5)로부터 새로 입력된 1차 필터링된 서브 게이트 블럭(400~500ms)의
오디오 데이터들에 대해 필터링을 수행한다.

[0032]

이에 의해, 전치-필터들(110-1 내지 110-5)과 RLB 필터들(120-1 내지 120-5)의 버퍼에 저장되는 오디오 데이터
들은, 도 2에 도시된 바와 같이 기존 오디오 데이터들과 75%는 중복되고 25%는 중복되지 않는다.

[0033]

이후, 전치-필터들(110-1 내지 110-5)과 RLB 필터들(120-1 내지 120-5)의 필터링도 서브 게이트 블럭 단위
(100ms)로 수행된다.

즉, 전치-필터들(110-1 내지 110-5)과 RLB 필터들(120-1 내지 120-5)은, 1) "100~500m

s"의 오디오 데이터들을 100ms 시프트 하고 "500~600ms"의 오디오 데이터를 필터링, 2) "200~600ms"의 오디오
데이터들을 100ms 시프트 하고 "600~700ms"의 오디오 데이터를 필터링, 3) "300~700ms"의 오디오 데이터들을
100ms 시프트 하고 "700~800ms"의 오디오 데이터를 필터링 하게 되며, 이는 "700~800ms" 이후의 오디오 데이터
가 입력된 이후에도 계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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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34]

합성부(130)는 전치-필터들(110-1 내지 110-5)과 RLB 필터들(120-1 내지 120-5)에서 필터링된 오디오 데이터들
을 합성하는데, 합성 단위는 게이트 블럭 단위(400ms)이다.

[0035]

즉, 합성부(130)는, 1) 최초 게이트 블럭(0~400ms)의 오디오 데이터들을 합성하고, 2) 두 번째 게이트 블럭
(100~500ms)의 오디오 데이터들을 합성하며, 3) 세 번째 게이트 블럭(200~600ms)의 오디오 데이터들을
합성하고, 이후의 게이트 블럭에 대해서도 서브 블럭(100ms) 단위로 시프트 시키면서 게이트 블럭 단위(400ms)
로 오디오 데이터들을 합성한다.

[0036]

합성부(130)는, 도 1에 도시된 바와 같이, Mean Square 연산부들(131-1 내지 131-5), 가중치 연산부들(132-1
내지 132-5) 및 합산부(133)를 포함한다.

따라서, 합성부(130)에서 오디오 데이터들은, Mean Square 연산된 후

에 각기 다른 가중치가 부여되어 합산된다.
[0037]

측정부(140)는 합성부(130)에서 합성된 오디오 데이터의 음량을 측정하고, 묵음 처리부(150)는 측정부(140)에서
측정된 음량 중 묵음에 해당하는 음량을 배제시킨다.

[0038]

도 3은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 따른 오디오 음량 측정을 위한 필터링 방법을 나타낸 도면이다.

[0039]

도 3에 도시된 바와 같이, 최초 게이트 블럭(0~400ms)의 오디오 데이터들에 대해서는, 전치-필터들(110-1 내지
110-5)과 RLB 필터들(120-1 내지 120-5)이 게이트 블럭 단위(400ms)로 필터링을 수행한다.

[0040]

즉, 최초 게이트 블럭(0~400ms)의 오디오 데이터들이 모두 수신 완료된 후에, 최초 게이트 블럭(0~400ms)의 오
디오 데이터들 전부를 이용한 필터링이 수행된다.

[0041]

반면, 최초 게이트 블럭(0~400ms)에 포함되지 않은 오디오 데이터들에 대해서는, 전치-필터들(110-1 내지 1105)과 RLB 필터들(120-1 내지 120-5)이 오디오 데이터들을 서브 게이트 블럭 단위(100ms)로 필터링한다.

[0042]

즉, 새로운 서브 게이트 블럭의 오디오 데이터가 수신될 때마다, 전치-필터들(110-1 내지 110-5)과 RLB 필터들
(120-1 내지 120-5)은 필터링된 오디오 데이터들을 서브 게이트 블럭 단위(100ms)로 시프트 시키면서, 오디오
데이터들을 서브 게이트 블럭 단위(100ms)로 필터링 한다.

[0043]

지금까지, 오디오 음량 측정 장치 및 방법에 대해 바람직한 실시예를 들어 상세히 설명하였다.

[0044]

위 실시예에서, 게이트 블럭의 크기는 "400ms"이고, 서브 게이트 블럭의 크기는 "100ms"인 것을 상정하였는데,
이는 설명의 편의를 위해 든 일 예에 불과하다.
와 다르게 설정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

따라서, 게이트 블럭의 크기와 서브 게이트 블럭의 크기는 위

예를 들어, 게이트 블럭의 크기를 "400ms"으로, 서브 게이트 블럭의 크

기를 "200ms"으로 설정하는 경우는 물론, 그 밖의 경우도 본 발명의 기술적 사상이 적용될 수 있음은 물론이다.
[0045]

나아가, 최초 게이트 블럭에 대해서도, 게이트 블럭 단위가 아닌 서브 게이트 블럭 단위로 필터링을 수행하는
것으로 변형시키는 경우도 본 발명의 기술적 사상이 적용될 수 있다.

[0046]

뿐만 아니라, 특정 구간 마다, 게이트 블럭 단위의 필터링이 반복되도록 구현하는 것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오디오 데이터 입력이 시작된 후 10,000ms을 경과한 시점에서는, 서브 게이트 블럭 단위가 아닌 게이트 블럭 단
위의 필터링을 수행하도록 구현하는 것이 가능하다.
[0047]

또한, 이상에서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대하여 도시하고 설명하였지만, 본 발명은 상술한 특정의 실시
예에 한정되지 아니하며, 청구범위에서 청구하는 본 발명의 요지를 벗어남이 없이 당해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
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자에 의해 다양한 변형실시가 가능한 것은 물론이고, 이러한 변형실시들은 본 발명의
기술적 사상이나 전망으로부터 개별적으로 이해되어져서는 안될 것이다.

부호의 설명
[0048]

110-1 내지 110-5 : 전치-필터(Pre-filter)
120-1 내지 120-5 : RLB 필터(Revised Low frequency B Filter)
130 : 합성부
131-1 내지 131-5 : Mean Square 연산부
132-1 내지 132-5 : 가중치 연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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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 : 합산부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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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요 약
오디오 LD 자동 제어 방법 및 시스템이 제공된다.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오디오 LD 제어 시스템은, 입력 오디
오의 LD인 입력 LD를 조정하여 출력하고, 출력되는 오디오의 LD인 출력 LD를 측정하여, 출력 LD로부터 입력 LD에
대한 게인을 산출한다. 이에 의해, 출력 오디오에 대해 의도대로 제어가 이루어지도록 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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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세 서
청구범위
청구항 1
입력 오디오의 LD(LouDness)인 입력 LD를 조정하여 출력하는 제어부;
상기 제어부에서 출력되는 오디오의 LD인 출력 LD를 측정하는 측정부;
상기 출력 LD로부터 상기 입력 LD에 대한 게인을 산출하여 상기 제어부에 인가하는 산출부;를 포함하고,
상기 산출부는,
목표 LD와 상기 출력 LD를 오디오 신호의 파워로 변환하여, 파워 기반의 제1 게인율을 연산하는 제1 연산부;
상기 목표 LD와 상기 출력 LD의 차를 계산하여, LD 차 기반의 제2 게인율을 연산하는 제2 연산부;
상기 제1 게인율과 상기 제2 게인율을 합성하여, 상기 입력 오디오에 대한 게인을 연산하는 게인 연산부; 및
상기 게인 연산부에서 연산된 게인을 특정 범위 내로 제한하는 제한부;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오디오
LD 제어 시스템.

청구항 2
삭제
청구항 3
삭제
청구항 4
삭제
청구항 5
삭제
청구항 6
입력 오디오의 LD(LouDness)인 입력 LD를 조정하여 출력하는 제어부;
상기 제어부에서 출력되는 오디오의 LD인 출력 LD를 측정하는 측정부;
상기 출력 LD로부터 상기 입력 LD에 대한 게인을 산출하여 상기 제어부에 인가하는 산출부;를 포함하고,
상기 산출부는,
상기 출력 LD와 목표 LD를 이용한 제1 연산으로 제1 게인율을 연산하는 제1 연산부;
상기 출력 LD와 상기 목표 LD를 이용한 제2 연산으로 제2 게인율을 연산하는 제2 연산부;
상기 제1 게인율과 상기 제2 게인율을 합성하여, 상기 입력 오디오에 대한 게인을 연산하는 게인 연산부; 및
상기 게인 연산부에서 연산된 게인을 특정 범위 내로 제한하는 제한부;를 포함하며,
상기 제1 연산부는,
다음의 수학식에 따라, 상기 목표 LD와 상기 출력 LD를 오디오 신호의 파워로 변환하여, 파워 기반의 상기 제1
게인율을 연산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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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ratiop는 제1 게인율이고, ld2는 상기 목표 LD이며, ld1은 상기 출력 LD이며, K는 사전에 정의된 상수
값이고, wp는 사전에 정의된 가중치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오디오 LD 제어 시스템.

청구항 7
삭제
청구항 8
청구항 1에 있어서,
상기 제2 연산부는,
다음의 수학식을 이용하여 상기 제2 게인율을 연산하고,
ratioL(t)=ratioL(t-1)+wL×(ld2-ld1)
여기서, ratioL(t)는 제2 게인율이고, ld1은 상기 출력 LD이며, K는 사전에 정의된 상수 값이고, wL은 사전에 정
의된 가중치이며, ratioL(t-1)은 이전 시점의 제2 게인율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오디오 LD 제어 시스템.

청구항 9
청구항 1에 있어서,
상기 게인 연산부는,
다음의 수학식을 이용하여 상기 게인을 연산하고,
gaing(t)=wg×ratiop×ratioL(t)
여기서, gaing(t)은 게인이고, ratiop은 제1 게인율이며, ratioL(t)는 제2 게인율이고, wg는 사전에 정의된 기준
치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오디오 LD 제어 시스템.

청구항 10
출력되는 오디오의 LD(LouDness)인 출력 LD를 측정하는 단계;
상기 출력 LD로부터 입력 오디오에 대한 게인을 산출하는 단계; 및
산출된 게인에 따라, 상기 입력 오디오의 게인을 조정하여 출력하는 단계;를 포함하고,
상기 산출단계는,
목표 LD와 상기 출력 LD를 오디오 신호의 파워로 변환하여, 파워 기반의 제1 게인율을 연산하는 제1 연산단계;
상기 목표 LD와 상기 출력 LD의 차를 계산하여, LD 차 기반의 제2 게인율을 연산하는 제2 연산단계;
상기 제1 게인율과 상기 제2 게인율을 합성하여, 상기 입력 오디오에 대한 게인을 연산하는 게인 연산단계; 및
상기 게인 연산단계에서 연산된 게인을 특정 범위 내로 제한하는 제한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오
디오 LD 제어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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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1
출력 오디오의 LD(LouDness)인 출력 LD와 목표 LD를 오디오 신호의 파워로 변환하여, 파워 기반의 제1 게인율을
연산하는 제1 연산부;
상기 목표 LD와 상기 출력 LD의 차를 계산하여, LD 차 기반의 제2 게인율을 연산하는 제2 연산부;
상기 제1 게인율과 상기 제2 게인율을 합성하여 입력 오디오에 대한 게인을 연산하는 게인 연산부; 및
상기 게인 연산부에서 연산된 게인을 특정 범위 내로 제한하는 제한부;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오디오
게인 산출 장치.

청구항 12
삭제
청구항 13
삭제
청구항 14
삭제
청구항 15
출력 오디오의 LD(LouDness)인 출력 LD와 목표 LD를 오디오 신호의 파워로 변환하여, 파워 기반의 제1 게인율을
연산하는 단계;
상기 목표 LD와 상기 출력 LD의 차를 계산하여, LD 차 기반의 제2 게인율을 연산하는 단계;
상기 제1 게인율과 상기 제2 게인율을 합성하여, 입력 오디오에 대한 게인을 연산하는 단계; 및
연산된 게인을 특정 범위 내로 제한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오디오 게인 산출 방법.

발명의 설명
기 술 분 야
[0001]

본 발명은 오디오 LD(LouDness) 제어 방법에 관한 것으로, 더욱 상세하게는 오디오 출력 규격에 부합하도록 오
디오 LD를 자동으로 제어하는 방법 및 시스템에 관한 것이다.

배 경 기 술
[0002]

도 1은 종래의 오디오 LD 자동 제어 시스템을 도시한 도면이다. 종래의 오디오 LD 제어 시스템은, 도 1에 도시
된 바와 같이, LD 측정부(10) 및 LD 제어부(20)를 포함한다.

[0003]

LD 측정부(10)는 입력된 오디오의 LD를 측정하고, LD 제어부(20)는 LD 측정부(10)에서 측정된 LD와 목표 LD를
비교하여 입력된 오디오의 LD를 자동으로 제어한다.

[0004]

이에 따르면, 오디오의 LD를 목표 LD에 빠르게 맞출 수 있지만, 급격한 이득 변화로 인해 청각적 열화를 유발한
다. 또한, 입력 오디오의 LD를 참조한다는 점에서 출력 오디오에 대한 제어가 의도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
한 보장이 없다.

발명의 내용
해결하려는 과제
[0005]

본 발명은 상기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안출된 것으로서, 본 발명의 목적은, 출력 오디오의 LD를 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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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여, 입력 오디오에 대한 게인 제어에 이용하는 오디오 LD 자동 제어 방법 및 시스템을 제공함에 있다.
[0006]

또한, 본 발명의 다른 목적은, 오디오 게인을 결정함에 있어, LD 파워 기반으로 산출한 게인율과 목표 LD와 출
력 LD 간의 차로부터 산출한 게인율을 합성하여, 입력 오디오의 게인을 제어하는 오디오 LD 자동 제어 방법 및
시스템을 제공함에 있다.

과제의 해결 수단
[0007]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오디오 LD 제어 시스템은, 입력 오디오의 LD인 입력
LD를 조정하여 출력하는 제어부; 상기 제어부에서 출력되는 오디오의 LD인 출력 LD를 측정하는 측정부; 상기 출
력 LD로부터 상기 입력 LD에 대한 게인을 산출하여 상기 제어부에 인가하는 산출부;를 포함한다.

[0008]

그리고, 상기 산출부는, 상기 출력 LD와 목표 LD를 이용한 제1 연산으로 제1 제어 파라미터를 연산하는 제1 연
산부; 상기 출력 LD와 상기 목표 LD를 이용한 제2 연산으로 제2 제어 파라미터를 연산하는 제2 연산부; 상기 제
1 제어 파라미터와 상기 제2 제어 파라미터를 합성하여, 상기 입력 오디오에 대한 게인을 연산하는 게인
연산부;를 포함할 수 있다.

[0009]

또한, 상기 산출부는, 상기 게인 연산부에서 연산된 게인을 특정 범위 내로 제한하는 제한부;를 더 포함할 수
있다.

[0010]

그리고, 상기 제1 제어 파라미터와 상기 제2 제어 파라미터는, 게인율일 수 있다.

[0011]

또한, 상기 제1 연산부는, 상기 목표 LD와 상기 출력 LD를 오디오 신호의 파워로 변환하여, 파워 기반의 제1 게
인율을 연산할 수 있다.

[0012]

그리고, 상기 제1 연산부는, 다음의 수학식을 이용하여 상기 제1 게인율을 연산하고,

[0013]
[0014]

여기서, ratiop는 제1 게인율이고, ld2는 상기 목표 LD이며, ld1은 상기 출력 LD이며, K는 사전에 정의된 상수
값이고, wp는 사전에 정의된 가중치일 수 있다.

[0015]

또한, 상기 제2 연산부는, 상기 목표 LD와 상기 출력 LD의 차를 계산하여, LD 차 기반의 제2 게인율을 연산할
수 있다.

[0016]

그리고, 상기 제2 연산부는, 다음의 수학식을 이용하여 상기 제2 게인율을 연산하고,

[0017]

ratioL(t)=ratioL(t-1)+wL×(ld2-ld1)

[0018]

여기서, ratioL(t)는 제2 게인율이고, ld1은 상기 출력 LD이며, K는 사전에 정의된 상수 값이고, wp는 사전에 정
의된 가중치이며, ratioL(t-1)은 이전 시점의 제2 게인율일 수 있다.

[0019]

또한, 상기 게인 연산부는, 다음의 수학식을 이용하여 상기 게인을 연산하고,

[0020]

gaing(t)=wg×ratiop×ratioL(t)

[0021]

여기서, gaing(t)은 게인이고, ratiop은 제1 게인율이며, ratioL(t)는 제2 게인율이고, wg는 사전에 정의된 기준
치일 수 있다.

[0022]

한편,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 따른, 오디오 LD 제어 방법은, 출력되는 오디오의 LD인 출력 LD를 측정하는 단
계; 상기 출력 LD로부터 입력 오디오에 대한 게인을 산출하는 단계; 및 산출된 게인에 따라, 상기 입력 오디오
의 게인을 조정하여 출력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0023]

한편,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 따른, 오디오 게인 산출 장치는, 출력 오디오의 LD(LouDness)인 출력 LD와 목표
LD를 이용한 제1 연산으로 제1 게인율을 연산하는 제1 연산부; 상기 출력 LD와 상기 목표 LD를 이용한 제2 연산
으로 제2 게인율을 연산하는 제2 연산부; 상기 제1 게인율과 상기 제2 게인율을 합성하여 게인을 연산하는 게인
연산부;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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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24]

한편,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 따른, 오디오 게인 산출 방법은, 출력 오디오의 LD(LouDness)인 출력 LD와 목표
LD를 이용한 제1 연산으로 제1 게인율을 연산하는 단계; 상기 출력 LD와 상기 목표 LD를 이용한 제2 연산으로
제2 게인율을 연산하는 단계; 및 상기 제1 게인율과 상기 제2 게인율을 합성하여 게인을 연산하는 단계;를 포함
한다.

발명의 효과
[0025]

이상 설명한 바와 같이, 본 발명의 실시예들에 따르면, 출력 오디오의 LD를 측정하여, 입력 오디오에 대한 게인
을 제어함으로써, 출력 오디오에 대해 의도대로 제어가 이루어지도록 할 수 있게 된다.

[0026]

또한, 본 발명의 실시예들에 따르면, LD 파워 기반으로 산출한 게인율과 목표 LD와 출력 LD 간의 차로부터 산출
한 게인율을 합성하여 오디오 게인을 결정함으로써, 오디오 음질을 원음과 유사하게 유지시키면서 실시간으로
목표 LD에 따라 오디오 출력을 제어할 수 있게 된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0027]

도 1은 종래의 오디오 LD 자동 제어 시스템을 도시한 도면,
도 2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오디오 LD 자동 제어 시스템의 블럭도,
도 3은, 도 2에 도시된 게인 산출부의 상세 블럭도, 그리고,
도 4는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 따른 오디오 LD 자동 제어 방법의 설명에 제공되는 흐름도이다.

발명을 실시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
[0028]

이하에서는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을 보다 상세하게 설명한다.

[0029]

도 2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오디오 LD(LouDness) 자동 제어 시스템의 블럭도이다.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오디오 LD 자동 제어 시스템은, 출력되는 오디오의 LD를 측정하여, 입력 오디오의 게인을 제어한다.

[0030]

입력 오디오에 대한 게인을 산출함에 있어,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오디오 LD 자동 제어 시스템은, LD 파워
기반으로 산출한 게인율(Gain Ratio)과 목표 LD와 출력 LD 간의 차이로부터 산출한 게인율을 제어 파라미터들로
이용한다.

[0031]

이와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오디오 LD 자동 제어 시스템은, 도 2에 도시된 바와 같이,
입력 LD 측정부(110), 게인 산출부(120), 오디오 제어부(130) 및 출력 LD 측정부(140)를 포함한다.

[0032]

입력 LD 측정부(110)는 입력되는 오디오의 LD를 측정한다. 입력 LD 측정부(110)에 의해 측정된 입력 LD에 대한
정보는 게인 산출부(120)로 제공된다.

[0033]

오디오 제어부(130)는 입력 오디오의 게인을 조정하여 출력한다. 오디오 제어부(130)에 의한 입력 오디오의 게
인 조정은, 게인 산출부(120)에 의해 산출되는 게인에 따라 이루어진다.

[0034]

출력 LD 측정부(140)는 오디오 제어부(130)에서 출력되는 오디오의 LD를 측정한다. 출력 LD 측정부(140)에 의해
측정된 출력 LD에 대한 정보는 게인 산출부(120)로 피드백된다.

[0035]

입력 LD 측정부(110)와 출력 LD 측정부(140)에 의한 오디오 LD 측정은 ITU-1770-3에 규정된 방법으로 가능하다.
하지만, 반드시 이 방법에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그 밖의 다른 방법, 이를 테면, Sound Pressure Level 측
정 기법 등으로도 가능하다.

[0036]

게인 산출부(120)는 Long-term Simple ALC(Audio Loudness Control)를 위한 오디오 게인을 산출하는 구성이다.
게인 산출부(120)는 목표 LD(Target LD)와 출력 LD로부터 입력 오디오의 게인을 산출하고, 산출된 게인을 오디
오 제어부(130)로 제공한다.

[0037]

도 3은 게인 산출부(120)의 상세 블럭도이다. 게인 산출부(120)는, 도 2에 도시된 바와 같이, LD-파워 기반 게
인율 연산부(121), LD-차 기반 게인율 연산부(122), 게인 연산부(123) 및 게인 제한부(124)를 포함한다.

[0038]

LD-파워 기반 게인율 연산부(121)는 목표 LD와 출력 LD를 오디오 신호의 파워로 변환하여 오디오 신호의 비율을
계산하고, 사전에 설정된 가중치 wp를 적용하여 LD-파워 기반 게인율을 연산한다. LD-파워 기반 게인율 연산부
(121)에 의한 연산식은 다음의 수학식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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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39]

[수학식 1]

[0040]
[0041]

여기서, ld2는 목표 LD이고, ld1은 출력 LD이며, K는 사전에 정의된 상수 값으로, 이를 테면, K=0.691와 같이
설정 가능하다.

[0042]

LD-차 기반 게인율 연산부(122)는 목표 LD와 출력 LD의 차를 계산하여 사전에 정의된 가중치 wL를 적용한 후에,
이전 시점(t-1)의 게인율에 합산하여 현재 시점(t)의 게인율을 연산한다.

[0043]

LD-차 기반 게인율 연산부(122)에 의한 연산식은 다음의 수학식 2와 같다.

[0044]

[수학식 2]

[0045]

ratioL(t)=ratioL(t-1)+wL×(ld2-ld1)

[0046]

게인 연산부(123)는 LD-파워 기반 게인율 연산부(121)에서 연산된 게인율(ratiop)과 LD-차 기반 게인율 연산부
(122)에서 연산된 게인율(ratioL)을 사전에 정의된 기준치 wg에 곱하여 게인을 연산한다.

[0047]

게인 연산부(123)에 의한 연산식은 다음의 수학식 3과 같다.

[0048]

[수학식 3]

[0049]

gaing(t)=wg×ratiop×ratioL(t)

[0050]

게인 제한부(124)는 게인 연산부(123)에서 연산된 게인이 일정 범위 내에 포함되도록, 즉, 하한(Thmin)과 상한
(Thmax)의 범위 내로 제한되도록, 다음의 수학식 4에 따라 연산한다.

[0051]

[수학식 4]

[0052]

gain=max(min(gaing,Thmax),Thmin)

[0053]

Thmax와 Thmin은 사전에 정의된다.

[0054]

도 4는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 따른 오디오 LD 자동 제어 방법의 설명에 제공되는 흐름도이다.

[0055]

오디오 LD 자동 제어를 위해, 도 4에 도시된 바와 같이, 먼저 출력 LD 측정부(140)가 오디오 제어부(130)에서
출력되는 오디오의 LD를 측정한다(S210). S210단계에서 측정된 출력 LD는 게인 산출부(120)로 피드백된다.

[0056]

게인 산출부(120)의 LD-파워 기반 게인율 연산부(121)는 목표 LD와 출력 LD를 파워로 변환하여 LD-파워 기반 게
인율을 연산한다(S220). 한편, LD-차 기반 게인율 연산부(122)는 목표 LD와 출력 LD의 차를 계산하여 LD-차 기
반 게인율을 연산한다(S230).

[0057]

다음, 게인 연산부(123)는 S220단계와 S230단계에서 연산된 게인율들을 기준치에 곱하여 게인을 연산한다
(S240). 그리고, 게인 제한부(124)는 S240단계에서 연산된 게인을 하한과 상한의 범위 내로 제한한다(S250).

[0058]

그러면, 오디오 제어부(130)는 S220단계 내지 S250단계를 통해 산출된 게인에 따라 입력 오디오의 게인을 조정
하여 출력한다(S260). 이후, S210단계부터 반복되어, 오디오 LD 자동 제어가 이루어진다.

[0059]

지금까지, 오디오 LD 자동 제어 방법 및 시스템에 대해 바람직한 실시예를 들어 상세히 설명하엿다.

[0060]

위 실시예에서 게인율은 목표 LD와 출력 LD를 기반으로 연산하는 것을 상정하였으나, 변경이 가능하다. 예를 들
어, 입력 LD와 출력 LD를 기반으로 게인율을 연산하는 경우도 본 발명의 기술적 사상이 적용될 수 있다.

[0061]

또한,

위

실시예에서

게인율

연산은

LD-파워

기반의

게인율

연산과

LD-차

기반의

게인율

연산으로

구성되었는데, 다른 방식의 연산으로 대체될 수 있음은 물론이다. 나아가, 새로운 게인율 연산 방식을 더 추가
하는 경우도 본 발명의 기술적 사상이 적용될 수 있음은 물론이다.
[0062]

또한, 이상에서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대하여 도시하고 설명하였지만, 본 발명은 상술한 특정의 실시
예에 한정되지 아니하며, 청구범위에서 청구하는 본 발명의 요지를 벗어남이 없이 당해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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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자에 의해 다양한 변형실시가 가능한 것은 물론이고, 이러한 변형실시들은 본 발명의
기술적 사상이나 전망으로부터 개별적으로 이해되어져서는 안될 것이다.

부호의 설명
[0063]

110 : 입력 LD 측정부

120 : 게인 산출부

121 : LD-파워 기반 게인율 연산부
122 : LD-차 기반 게인율 연산부
123 : 게인 연산부
130 : 오디오 제어부

124 : 게인 제한부
140 : 출력 LD 측정부

도면
도면1

도면2

도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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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4

【심사관 직권보정사항】
【직권보정 1】
【보정항목】청구범위
【보정세부항목】청구항 제11,15항
【변경전】
상기 입력 오디오
【변경후】
입력 오디오
【직권보정 2】
【보정항목】청구범위
【보정세부항목】청구항 제1,10항 첫번째
【변경전】
상기 목표 LD
【변경후】
목표 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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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세 서
청구범위
청구항 1
입력 오디오의 LD(LouDness)인 입력 LD를 제어하여 출력하는 ALC(Audio LD Controller);
상기 ALC의 오디오 LD 제어 기법을 선택하는 제어부; 및
상기 ALC에서 출력되는 오디오의 LD인 출력 LD를 측정하는 제1 측정부;를 포함하고,
상기 제어부는,
상기 제1 측정부의 오디오 LD 측정 기법을 선택하고 오디오 LD 측정 길이를 설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오디
오 LD 제어 시스템.

청구항 2
청구항 1에 있어서,
상기 ALC는, 제1 오디오 LD 제어 기법을 위해,
상기 출력 LD와 목표 LD를 이용한 제1 연산으로 제1 게인율을 연산하는 제1 연산부;
상기 출력 LD와 상기 목표 LD를 이용한 제2 연산으로 제2 게인율을 연산하는 제2 연산부;
상기 제1 게인율과 상기 제2 게인율을 합성하여, 상기 입력 오디오에 대한 게인을 연산하는 게인 연산부;를 포
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오디오 LD 제어 시스템.

청구항 3
청구항 2에 있어서,
상기 ALC는,
상기 게인 연산부에서 연산된 게인을 특정 범위 내로 제한하는 제한부;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오디
오 LD 제어 시스템.

청구항 4
청구항 3에 있어서,
상기 제1 연산부는,
상기 목표 LD와 상기 출력 LD를 오디오 신호의 파워로 변환하여, 파워 기반의 제1 게인율을 연산하는 것을 특징
으로 하는 오디오 LD 제어 시스템.

청구항 5
청구항 4에 있어서,
상기 제2 연산부는,
상기 목표 LD와 상기 출력 LD의 차를 계산하여, LD 차 기반의 제2 게인율을 연산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오디
오 LD 제어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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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6
청구항 1에 있어서,
상기 ALC는, 제2 오디오 LD 제어 기법을 위해,
오디오 LD 할당량을 계산하는 계산부;
컨텐츠의 재생에 따라, 측정된 오디오 LD를 기초로 오디오 LD 할당량을 차감시키는 관리부; 및
잔여 오디오 LD 할당량을 기초로, 잔여 컨텐츠의 오디오 LD를 제어하는 LD 제어부;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오디오 LD 제어 시스템.

청구항 7
청구항 6에 있어서,
상기 계산부는,
상기 컨텐츠의 총 재생 시간과 목표 LD를 이용하여, 상기 오디오 LD 할당량을 계산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오
디오 LD 제어 시스템.

청구항 8
청구항 7에 있어서,
상기 관리부는,
현재까지 재생된 컨텐츠에 대한 평균 오디오 LD 및 현재까지의 재생 시간을 이용하여, 상기 오디오 LD 할당량의
차감량을 산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오디오 LD 제어 시스템.

청구항 9
삭제
청구항 10
청구항 1에 있어서,
상기 오디오 LD 측정 기법은,
LKFS(Loudness, K-weighted, relative to Full Scale) 측정 기법, SPL(Sound Pressure Level) 측정 기법 및
평균 측정 기법 중 적어도 하나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오디오 LD 제어 시스템.

청구항 11
삭제
청구항 12
청구항 1에 있어서,
상기 ALC로 입력되는 오디오의 LD인 입력 LD를 측정하는 제2 측정부;를 더 포함하고,
상기 제어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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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제2 측정부의 오디오 LD 측정 기법을 선택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오디오 LD 제어 시스템.

청구항 13
입력 오디오의 LD(LouDness)인 입력 LD를 제어하기 위한 오디오 LD 제어 기법을 선택하는 단계;
선택된 오디오 LD 제어 기법에 따라 입력 오디오를 조정하는 단계;
조정된 오디오를 출력하는 단계;
출력되는 오디오의 LD인 출력 LD를 측정하는 단계;를 포함하고,
측정 단계는,
출력 LD를 측정하기 위한 오디오 LD 측정 기법을 선택하고 오디오 LD 측정 길이를 설정하여, 출력 LD를 측정하
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오디오 LD 제어 방법.

청구항 14
입력 오디오의 LD(LouDness)인 입력 LD를 제어하여 출력하는 ALC(Audio LD Controller);
상기 ALC에서 출력되는 오디오의 LD인 출력 LD를 측정하는 측정부; 및
상기 측정부의 오디오 LD 측정 기법을 선택하고 오디오 LD 측정 길이를 설정하는 제어부;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
으로 하는 오디오 LD 제어 시스템.

청구항 15
입력 오디오의 LD(LouDness)인 입력 LD를 제어하여 출력하는 단계;
출력되는 오디오의 LD인 출력 LD를 측정하기 위한 오디오 LD 측정 기법을 선택하고 오디오 LD 측정 길이를 설정
하는 단계;
선택된 오디오 LD 측정 기법과 오디오 LD 측정 길이에 따라 출력 LD를 측정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
로 하는 오디오 LD 제어 방법.

발명의 설명
기 술 분 야
[0001]

본 발명은 오디오 LD(LouDness) 제어 방법에 관한 것으로, 더욱 상세하게는 오디오 출력 규격에 부합하도록 오
디오 LD를 자동으로 제어하는 방법 및 시스템에 관한 것이다.

배 경 기 술
[0002]

도 1은 종래의 오디오 LD 자동 제어 시스템을 도시한 도면이다. 종래의 오디오 LD 제어 시스템은, 도 1에 도시
된 바와 같이, LD 측정부(10) 및 LD 제어부(20)를 포함한다.

[0003]

LD 측정부(10)는 입력된 오디오의 LD를 측정하고, LD 제어부(20)는 LD 측정부(10)에서 측정된 LD와 목표 LD를
비교하여 입력된 오디오의 LD를 자동으로 제어한다.

[0004]

이에 따르면, 오디오의 LD를 목표 LD에 맞출 수 있기는 하지만, 비교적 단순한 제어로 인해 만족도 높은 오디오
LD 제어를 수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오디오 출력 목적, 오디오의 종류, 사용자 선호도 등이 다양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더욱 그러하다.

발명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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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하려는 과제
[0005]

본 발명은 상기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안출된 것으로서, 본 발명의 목적은, 오디오 LD 측정 기법과
제어 기법을 다양하게 조합하여 다양한 방식의 오디오 LD 자동 제어가 가능한 오디오 LD 자동 복합 제어 방법
및 시스템을 제공함에 있다.

과제의 해결 수단
[0006]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오디오 LD 제어 시스템은, 입력 오디오의
LD(LouDness)인 입력 LD를 제어하여 출력하는 ALC; 및 상기 ALC의 오디오 LD 제어 기법을 선택하는 제어부;를
포함한다.

[0007]

그리고, 상기 ALC는, 제1 오디오 LD 제어 기법을 위해, 상기 출력 LD와 목표 LD를 이용한 제1 연산으로 제1 게
인율을 연산하는 제1 연산부; 상기 출력 LD와 상기 목표 LD를 이용한 제2 연산으로 제2 게인율을 연산하는 제2
연산부; 상기 제1 제어 파라미터와 상기 제2 제어 파라미터를 합성하여, 상기 입력 오디오에 대한 게인을 연산
하는 게인 연산부;를 포함할 수 있다.

[0008]

또한, 상기 ALC는, 상기 게인 연산부에서 연산된 게인을 특정 범위 내로 제한하는 제한부;를 더 포함할 수
있다.

[0009]

그리고, 상기 제1 연산부는, 상기 목표 LD와 상기 출력 LD를 오디오 신호의 파워로 변환하여, 파워 기반의 제1
게인율을 연산할 수 있다.

[0010]

또한, 상기 제2 연산부는, 상기 목표 LD와 상기 출력 LD의 차를 계산하여, LD 차 기반의 제2 게인율을 연산할
수 있다.

[0011]

그리고, 상기 ALC는, 제2 오디오 LD 제어 기법을 위해, 오디오 LD 할당량을 계산하는 계산부; 컨텐츠의 재생에
따라, 측정된 오디오 LD를 기초로 오디오 LD 할당량을 차감시키는 관리부; 및 잔여 오디오 LD 할당량을 기초로,
잔여 컨텐츠의 오디오 LD를 제어하는 LD 제어부;를 포함할 수 있다.

[0012]

또한, 상기 계산부는, 상기 컨텐츠의 총 재생 시간과 목표 LD를 이용하여, 상기 오디오 LD 할당량을 계산할 수
있다.

[0013]

그리고, 상기 관리부는, 현재까지 재생된 컨텐츠에 대한 평균 오디오 LD 및 현재까지의 재생 시간을 이용하여,
상기 오디오 LD 할당량의 차감량을 산정할 수 있다.

[0014]

또한, 상기 ALC에서 출력되는 오디오의 LD인 출력 LD를 측정하는 측정부;를 더 포함하고, 상기 제어부는, 상기
측정부의 오디오 LD 측정 기법을 선택할 수 있다.

[0015]

그리고, 상기 오디오 LD 측정 기법은, LKFS(Loudness, K-weighted, relative to Full Scale) 측정 기법,
SPL(Sound Pressure Level) 측정 기법 및 평균 측정 기법 중 적어도 하나를 포함할 수 있다.

[0016]

또한, 상기 제어부는, 상기 측정부의 오디오 LD 측정 길이를 설정할 수 있다.

[0017]

그리고, 상기 ALC로 입력되는 오디오의 LD인 입력 LD를 측정하는 측정부;를 더 포함하고, 상기 제어부는, 상기
측정부의 오디오 LD 측정 기법을 선택할 수 있다.

[0018]

한편,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 따른, 오디오 LD 제어 방법은, 입력 오디오의 LD(LouDness)인 입력 LD를 제어하
는 오디오 LD 제어 기법을 선택하는 단계; 선택된 오디오 LD 제어 기법에 따라 입력 오디오를 조정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0019]

한편,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 따른, 오디오 LD 제어 시스템은, 입력 오디오의 LD(LouDness)인 입력 LD를 제어
하여 출력하는 ALC; 상기 ALC에서 출력되는 오디오의 LD인 출력 LD를 측정하는 측정부; 및 상기 측정부의 오디
오 LD 측정 기법을 선택하는 제어부;를 포함한다.

[0020]

한편,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 따른, 오디오 LD 제어 방법은, 입력 오디오의 LD(LouDness)인 입력 LD를 제어하
여 출력하는 단계; 출력되는 오디오의 LD인 출력 LD를 측정하는 오디오 LD 측정 기법을 선택하는 단계; 선택된
오디오 LD 측정 기법에 따라 출력 LD를 측정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발명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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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21]

이상 설명한 바와 같이, 본 발명의 실시예들에 따르면, 오디오 LD 측정 기법과 제어 기법을 다양하게 조합하여
다양한 방식의 오디오 LD 자동 제어가 가능해져, 오디오 출력의 목적, 오디오의 종류, 사용자 선호도 등에 따른
적응적인 오디오 LD 제어를 할 수 있게 된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0022]

도 1은 종래의 오디오 LD 자동 제어 시스템을 도시한 도면,
도 2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오디오 LD 자동 복합 제어 시스템의 블럭도,
도 3은 입력 LD 측정부와 출력 LD 측정부의 상세 블럭도,
도 4는 ALC의 상세 블럭도,
도 5는 LTS ALC의 상세 블럭도,
도 6은 LTS ALC에 의한 오디오 LD 자동 제어 과정의 설명에 제공되는 흐름도,
도 7은 Budge 기반 ALC의 상세 블럭도,
도 8은 Budge 기반 ALC에 의한 오디오 LD 자동 제어 방법의 설명에 제공되는 흐름도,
도 9는 제어부의 상세 블럭도,
도 10 내지 도 13은, 오디오 LD 자동 복합 제어 시스템은 다양한 방식으로 동작시킨 예들을 나타낸 도면들이다.

발명을 실시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
[0023]

이하에서는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을 보다 상세하게 설명한다.

[0024]

도 2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오디오 LD(LouDness) 자동 복합 제어 시스템의 블럭도이다.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른 오디오 LD 자동 복합 제어 시스템은, 오디오와 설정 환경 등의 다양한 조건에 따라 적응적으로 동작
한다.

[0025]

이와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오디오 LD 복합 자동 제어 시스템은, 도 2에 도시된 바와
같이, 입력 LD 측정부(110), ALC(Audio LouDness Controller)(120), 출력 LD 측정부(130) 및 제어부(140)를 포
함한다.

[0026]

입력 LD 측정부(110)는 입력되는 오디오의 LD를 측정한다. 입력 LD 측정부(110)에 의해 측정된 입력 LD에 대한
정보는 ALC(120)로 제공된다.

입력 LD 측정부(110)는 다양한 측정 기법들로 오디오 LD 측정이 가능한데, 적용

되는 측정 기법은 제어부(140)에 의해 결정된다.
[0027]

ALC(120)는 입력 오디오의 LD를 조정하여 출력한다. ALC(120)는 다양한 오디오 LD 제어 기법들로 오디오 LD 제
어가 가능한데, 적용되는 오디오 LD 제어 기법은

[0028]

제어부(140)에 의해 결정된다.

출력 LD 측정부(130)는 ALC(120)에서 출력되는 오디오의 LD를 측정한다. 출력 LD 측정부(130)에 의해 측정된 출
력 LD에 대한 정보는 ALC(120)로 피드백된다.

출력 LD 측정부(130)는 다양한 측정 기법들로 오디오 LD 측정이

가능한데, 적용되는 측정 기법은 제어부(140)에 의해 결정된다.
[0029]

제어부(140)는 입력 LD 측정부(110)의 오디오 LD 측정 기법, ALC(120)의 오디오 LD 제어 기법 및 출력 LD 측정
부(130)의 오디오 LD 측정 기법을 결정/제어한다.

[0030]

기법들을 결정함에 있어, 제어부(140)는 목표 LD(Target LD), 사용자 설정, 방송 프로그램 길이(시간) 등을 고
려한다.

[0031]

도 3은 입력 LD 측정부(110)와 출력 LD 측정부(130)의 상세 블럭도이다.

도 3에 도시된 바와 같이, LD 측정부

(110,130)는, LKFS(Loudness, K-weighted, relative to Full Scale) 측정부(111,131) 및 SPL(Sound Pressure
Level) 측정부(112,132)를 포함한다. 나아가, 오디오 신호의 평균 측정 기법에 따른 측정 수단을 더 포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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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32]

LKFS 측정부(111,131)는 ITU-1770-3에 규정된 방법으로 오디오 LD를 측정하며, 측정식은 다음과 같다.

[0033]
[0034]

SPL 측정부(112,132)은 Sound Pressure Level 측정 기법으로 오디오 LD를 측정하며, 측정식은 다음과 같다.

[0035]
[0036]

도 4는 ALC(120)의 상세 블럭도이다.

도 4에 도시된 바와 같이, ALC(120)는, LTS(Long-term Simple) ALC(121)

및 Budge 기반 ALC(122)를 포함한다.
[0037]

LTS ALC(121)는 목표 LD와 출력 LD로부터 입력 오디오의 게인을 산출하고, 산출된 게인으로 입력 오디오를 조정
한다.

[0038]

도 5는 LTS ALC(121)의 상세 블럭도이다.

LTS ALC(121)는, 도 4에 도시된 바와 같이, LD-파워 기반 게인율 연산부(121-1), LD-차 기반 게인율 연산부
(121-2), 게인 연산부(121-3), 게인 제한부(121-4) 및 게인 적용부(121-5)를 포함한다.

[0039]

LD-파워 기반 게인율 연산부(121-1)는 목표 LD와 출력 LD를 오디오 신호의 파워로 변환하여 오디오 신호의 비율
을 계산하고, 사전에 설정된 가중치 wp를 적용하여 LD-파워 기반 게인율을 연산한다. LD-파워 기반 게인율 연산
부(121-1)에 의한 연산식은 다음의 수학식과 같다.

[0040]
[0041]

여기서, ld2는 목표 LD이고, ld1은 출력 LD이며, K는 사전에 정의된 상수 값으로, 이를 테면, K=0.691와 같이
설정 가능하다.

[0042]

LD-차 기반 게인율 연산부(121-2)는 목표 LD와 출력 LD의 차를 계산하여 사전에 정의된 가중치 wL를 적용한 후
에, 이전 시점(t-1)의 게인율에 합산하여 현재 시점(t)의 게인율을 연산한다. LD-차 기반 게인율 연산부(1212)에 의한 연산식은 다음의 수학식과 같다.

[0043]

ratioL(t)=ratioL(t-1)+wL×(ld2-ld1)

[0044]

게인 연산부(121-3)는 LD-파워 기반 게인율 연산부(121-1)에서 연산된 게인율(ratiop)과 LD-차 기반 게인율 연
산부(121-2)에서 연산된 게인율(ratioL)을 사전에 정의된 기준치 wg에 곱하여 게인을 연산한다. 게인 연산부
(121-3)에 의한 연산식은 다음의 수학식과 같다.

[0045]

gaing(t)=wg×ratiop×ratioL(t)

[0046]

게인 제한부(121-4)는 게인 연산부(121-3)에서 연산된 게인이 일정 범위 내에 포함되도록, 즉, 하한(Thmin)과 상
한(Thmax)의 범위 내로 제한되도록, 다음의 수학식에 따라 연산한다.

[0047]

gain=max(min(gaing,Thmax),Thmin)

[0048]

Thmax와 Thmin은 사전에 정의된다.

[0049]

게인 적용부(121-5)는 게인 제한부(121-4)에서 출력되는 게인을 입력 오디오에 적용하여, 오디오 LD를
제어한다.

[0050]

도 6은 LTS ALC(121)에 의한 오디오 LD 자동 제어 과정의 설명에 제공되는 흐름도이다.

[0051]

오디오 LD 자동 제어를 위해, 도 6에 도시된 바와 같이, 먼저 출력 LD 측정부(130)가 ALC(120)에서 출력되는 오
디오의 LD를 측정한다(S210). S210단계에서 측정된 출력 LD는 LTS ALC(121)로 피드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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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52]

LTS ALC(121)의 LD-파워 기반 게인율 연산부(121-1)는 목표 LD와 출력 LD를 파워로 변환하여 LD-파워 기반 게인
율을 연산한다(S220). 한편, LD-차 기반 게인율 연산부(121-2)는 목표 LD와 출력 LD의 차를 계산하여 LD-차 기
반 게인율을 연산한다(S230).

[0053]

다음, 게인 연산부(121-3)는 S220단계와 S230단계에서 연산된 게인율들을 기준치에 곱하여 게인을 연산한다
(S240). 그리고, 게인 제한부(121-4)는 S240단계에서 연산된 게인을 하한과 상한의 범위 내로 제한한다(S250).

[0054]

그러면, 게인 적용부(121-5)는 S220단계 내지 S250단계를 통해 산출된 게인에 따라 입력 오디오의 게인을 조정
하여 출력한다(S260). 이후, S210단계부터 반복되어, 오디오 LD 자동 제어가 이루어진다.

[0055]

Budge 기반 ALC(122)는 목표 LD와 방송 프로그램 재생 시간를 이용하여 LD Budget을 생성하고, 방송 프로그램
재생에 따라 LD Budget을 차감시켜 가면서, 잔여 LD Budget에 따라 방송 프로그램의 오디오 LD를 제어한다.

[0056]

구체적으로, Budge 기반 ALC(122)는 방송 프로그램의 잔여 재생 시간과 목표 LD에 의해 산출되는 오디오 LD 필
요량이, 잔여 LD Budget 보다 작은 상태를 유지하도록 제어한다.

[0057]

도 7은 Budge 기반 ALC(122)의 상세 블럭도이다.

Budge 기반 ALC(122)는, 도 7에 도시된 바와 같이, LD 자동

제어부(122-1), LD 조절 계수 산출부(122-2), LD Budget 생성부(122-3) 및 잔여 LD Budget 관리부(122-4)를 포
함한다.
[0058]

LD Budget 생성부(122-3)는 현재 재생중인 방송 프로그램에 대한 LD Budget을 계산한다. 구체적으로, LD
Budget 생성부(122-3)는 방송 프로그램의 총 재생 시간과 목표 LD를 곱한 값을 LD Budget을 계산한다.

[0059]

LD Budget의 단위로 LKFS×Sec(초) 가 사용가능한데, 그 밖의 다른 단위를 사용하는 것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

[0060]

잔여 LD Budget 관리부(122-4)는 방송 프로그램의 재생에 따라, 출력 LD 측정부(130)에서 측정되는 출력 오디오
LD를 기초로 LD Budget을 차감시킨다.

[0061]

즉, 잔여 LD Budget 관리부(122-4)는 LD Budget 생성부(122-3)에서 계산된 LD Budget에서, '출력 오디오 LD'를
'출력 시간(재생 시간)'에 따라 적분한 값을 차감하여, 잔여 LD Budget을 실시간으로 계산한다.

[0062]

다른 방법으로, 잔여 LD Budget 관리부(122-4)는 현재까지 재생된 방송 프로그램에 대한 평균 오디오 LD 및 현
재까지의 재생 시간을 곱하여, 오디오 LD 차감량을 계산할 수도 있다.

[0063]

LD 조절 계수 산출부(122-2)는 잔여 LD Budget 관리부(122-4)에 의해 계산된 잔여 LD Budget의 크기를 기초로,
잔여 방송 프로그램에 대한 오디오 LD의 조절 계수를 산출한다.

[0064]

LD 조절 계수 산출부(122-2)에 의해 산출되는 잔여 컨텐츠의 오디오 LD의 조절 계수는, 잔여 LD Budget의 크기
에 비례한다. 또한, 출력 LD 측정부(130)에서 측정된 출력 LD에 비례할 수 있다.

[0065]

LD 자동 제어부(122-1)는 LD 조절 계수 산출부(122-2)에 의해 산출되는 조절 계수를 기초로, 방송 프로그램의
오디오 LD를 자동으로 조절하여 출력한다.

[0066]

도 8은 Budge 기반 ALC(122)에 의한 오디오 LD 자동 제어 방법의 설명에 제공되는 흐름도이다.

[0067]

도 8에 도시된 바와 같이, 먼저 LD Budget 생성부(122-3)가 현재 재생중인 방송 프로그램에 대한 LD Budget을
계산한다(S210). LD Budget은 '방송 프로그램의 총 재생 시간' × '목표 LD'로 계산가능하다.

[0068]

다음, 잔여 LD Budget 관리부(122-4)는 출력 LD 측정부(1230)에서 측정된 출력 오디오 LD를 이용하여, 방송 프
로그램의 재생에 따라 LD Budget을 차감시켜 잔여 LD Budget을 계산한다(S220).

[0069]

S220단계에서, 차감량은, 출력 LD 측정부(130)에서 실시간으로 전달되는 '출력 오디오 LD'를 '출력 시간(재생
시간)'에 따라 적분하여 계산할 수도 있고, 출력 LD 측정부(1230)에서 실시간으로 전달되는 출력 오디오 LD의
평균에 출력 시간을 곱하여 계산할 수도 있다.

[0070]

이후, LD 조절 계수 산출부(122-2)는 S220단계에서 계산된 잔여 LD Budget의 크기를 기초로, 잔여 방송 프로그
램에 대한 오디오 LD의 조절 계수를 산출한다(S230).

[0071]

그리고, LD 자동 제어부(122-1)는 S230단계에서 산출된 조절 계수로, 방송 프로그램의 오디오 LD를 자동으로 조
절하여 출력한다(S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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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72]

S210단계 내지 S240는 방송 프로그램이 종료될 때까지 계속된다(S250).

[0073]

도 9는 제어부(140)의 상세 블럭도이다.

제어부(140)는, 도 9에 도시된 바와 같이, LD 측정 기법 선택부(141),

ALC 기법 선택부(142), 목표 LD 설정부(143), 방송 프로그램 길이 설정부(144) 및 오디오 측정 길이 선택부
(145)를 포함한다.
[0074]

LD 측정 기법 선택부(141)는 LD 측정 기법으로 LKFS 측정 기법과 SPL 측정 기법 중 하나를 결정/선택한다.

결

정/선택은 자동 또는 사용자의 입력에 의한 수동으로 가능하다.
[0075]

ALC 기법 선택부(142)는 ALC 기법으로 LTS ALC 기법과 Budge 기반 ALC 중 하나를 결정/선택한다.

결정/선택은

자동 또는 사용자의 입력에 의한 수동으로 가능하다.
[0076]

목표 LD 설정부(143)는 자동 또는 사용자의 입력에 의한 수동으로 목표 LD를 설정한다.

[0077]

방송 프로그램 길이 설정부(144)는 자동 또는 사용자의 입력에 의한 수동으로 방송 프로그램 길이(시간)을 설정
한다.

[0078]

오디오 측정 길이 선택부(145)는 오디오 측정 단위를 자동 또는 사용자의 입력에 의한 수동으로 설정한다.

오

디오 측정 길이에 따라 입력되는 오디오 신호를 모두 누적하여 처음부터 현재까지 입력되는 모든 신호에 대해서
측정 가능하며, 입력된 신호 길이 값에 따라서 현재 입력된 시점을 기준으로 오디오 신호 길이 값에 대해서만
오디오 LD를 측정할 수 있다.
[0079]

제어부(140)에 의해 오디오 LD 자동 복합 제어 시스템은 다양한 방식으로 동작한다. 이에 대해, 도 10 내지 도
13을 참조하여 상세히 설명한다.

[0080]

도 10은 LD 측정부(110, 130)를 LKFS 측정부(111,131)로, ALC(110, 130)를 LTS ALC(121)로, 각각 선택한 경우
이다.

[0081]

사람의 청취를 목적으로 하고, 전체 프로그램 길이에 대한 정보가 없는 경우에 적합하다.

도 11은 LD 측정부(110, 130)를 LKFS 측정부(111,131)로, ALC(110, 130)를 Budge 기반 ALC(122)로, 각각 선택
한 경우이다. 사람의 청취를 목적으로 하고, 전체 프로그램 길이에 대한 정보가 있는 경우에 적합하다.

[0082]

도 12는 LD 측정부(110, 130)를 SPL 측정부(112,132)로, ALC(110, 130)를 LTS ALC(121)로, 각각 선택한 경우이
다. 오디오 분석을 목적으로 하고, 전체 프로그램 길이에 대한 정보가 없는 경우에 적합하다.

[0083]

도 13은 LD 측정부(110, 130)를 SPL 측정부(112,132)로, ALC(110, 130)를 Budge 기반 ALC(122)로, 각각 선택한
경우이다. 오디오 분석을 목적으로 하고,

[0084]

전체 프로그램 길이에 대한 정보가 있는 경우에 적합하다.

또한, 이상에서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대하여 도시하고 설명하였지만, 본 발명은 상술한 특정의 실시
예에 한정되지 아니하며, 청구범위에서 청구하는 본 발명의 요지를 벗어남이 없이 당해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
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자에 의해 다양한 변형실시가 가능한 것은 물론이고, 이러한 변형실시들은 본 발명의
기술적 사상이나 전망으로부터 개별적으로 이해되어져서는 안될 것이다.

부호의 설명
[0085]

110 : 입력 LD 측정부

120 : ALC

130 : 출력 LD 측정부

140 : 제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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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세 서
청구범위
청구항 1
컨텐츠의 오디오가 저장되는 버퍼의 크기를 조정하면서, 버퍼에 저장된 오디오의 LD(LouDness)를 측정하는
단계;
측정된 오디오 LD를 기초로, 상기 컨텐츠의 오디오 LD를 제어하는 단계;를 포함하고,
상기 버퍼는,
MSB(Mean Square Buffer)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오디오 LD 자동 제어 방법.

청구항 2
청구항 1에 있어서,
상기 측정 단계는,
상기 버퍼에 유입된 오디오의 크기가 정해진 크기 미만인 경우에는, 상기 버퍼의 크기를 상기 버퍼에 유입된 오
디오의 크기로 조정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오디오 LD 자동 제어 방법.

청구항 3
청구항 2에 있어서,
상기 측정 단계는,
상기 버퍼에 유입된 오디오의 크기가 정해진 크기인 경우에는, 상기 버퍼의 크기를 상기 정해진 크기로 고정하
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오디오 LD 자동 제어 방법.

청구항 4
컨텐츠의 오디오가 저장되는 버퍼의 크기를 조정하면서, 버퍼에 저장된 오디오의 LD(LouDness)를 측정하는
단계;
측정된 오디오 LD를 기초로, 상기 컨텐츠의 오디오 LD를 제어하는 단계;를 포함하며,
상기 LD는, LKFS이고,
상기 측정 단계는,
상기 버퍼에 유입된 오디오의 크기가 정해진 크기인 경우에는, ILKFS를 연산하는 단계;
상기 버퍼에 유입된 오디오의 크기가 정해진 크기 미만인 경우에는, ILKFS를 연산하지 않도록 제어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오디오 LD 자동 제어 방법.

청구항 5
삭제
청구항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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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에 있어서,
상기 제어 단계는,
컨텐츠에 대한 오디오 LD 할당량을 계산하는 단계;
컨텐츠의 재생에 따라, 측정된 오디오 LD를 기초로 오디오 LD 할당량을 차감시키는 단계; 및
잔여 오디오 LD 할당량을 기초로, 잔여 컨텐츠의 오디오 LD를 제어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오디오 LD 자동 제어 방법.

청구항 7
청구항 6에 있어서,
상기 계산 단계는,
상기 컨텐츠의 총 재생 시간과 목표 LD를 이용하여, 상기 오디오 LD 할당량을 계산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오
디오 LD 자동 제어 방법.

청구항 8
청구항 7에 있어서,
상기 차감 단계는,
현재까지 재생된 컨텐츠에 대한 평균 오디오 LD 및 현재까지의 재생 시간을 이용하여, 상기 오디오 LD 할당량의
차감량을 산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오디오 LD 자동 제어 방법.

청구항 9
청구항 7에 있어서,
상기 컨텐츠는, 방송 프로그램이고,
상기 목표 LD는, 방송 규격에 의해 결정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오디오 LD 자동 제어 방법.

청구항 10
컨텐츠의 오디오가 저장되는 버퍼의 크기를 조정하면서, 버퍼에 저장된 오디오의 LD(LouDness)를 측정하는 측정
부;
측정된 오디오 LD를 기초로, 상기 컨텐츠의 오디오 LD를 제어하는 제어부;를 포함하고,
상기 버퍼는,
MSB(Mean Square Buffer)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오디오 LD 자동 제어 시스템.

청구항 11
컨텐츠의 오디오가 저장되는 버퍼의 크기를 조정하면서, 버퍼에 저장된 오디오 LD(LouDness)를 측정하는 단계;
상기 컨텐츠에 대한 오디오 LD 할당량을 계산하는 단계;
컨텐츠의 재생에 따라, 측정된 오디오 LD를 기초로 오디오 LD 할당량을 차감시키는 단계; 및
잔여 오디오 LD 할당량을 기초로, 잔여 컨텐츠의 오디오 LD를 제어하는 단계;를 포함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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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버퍼는,
MSB(Mean Square Buffer)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오디오 LD 자동 제어 방법.

청구항 12
청구항 11에 있어서,
상기 측정 단계는,
상기 버퍼에 유입된 오디오의 크기가 정해진 크기 미만인 경우에는, 상기 버퍼의 크기를 상기 버퍼에 유입된 오
디오의 크기로 조정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오디오 LD 자동 제어 방법.

청구항 13
청구항 12에 있어서,
상기 측정 단계는,
상기 버퍼에 유입된 오디오의 크기가 정해진 크기인 경우에는, 상기 버퍼의 크기를 상기 정해진 크기로 고정하
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오디오 LD 자동 제어 방법.

청구항 14
청구항 11에 있어서,
상기 LD는, LKFS이고,
상기 측정 단계는,
상기 버퍼에 유입된 오디오의 크기가 정해진 크기인 경우에는, ILKFS를 연산하는 단계;
상기 버퍼에 유입된 오디오의 크기가 정해진 크기 미만인 경우에는, ILKFS를 연산하지 않도록 제어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오디오 LD 자동 제어 방법.

청구항 15
컨텐츠의 오디오가 저장되는 버퍼의 크기를 조정하면서, 버퍼에 저장된 오디오 LD(LouDness)를 측정하는
측정부;
상기 컨텐츠에 대한 오디오 LD 할당량을 계산하는 계산부;
컨텐츠의 재생에 따라, 측정된 오디오 LD를 기초로 오디오 LD 할당량을 차감시키는 관리부; 및
잔여 오디오 LD 할당량을 기초로, 잔여 컨텐츠의 오디오 LD를 제어하는 제어부;를 포함하고,
상기 버퍼는,
MSB(Mean Square Buffer)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오디오 LD 자동 제어 시스템.

발명의 설명
기 술 분 야
[0001]

본 발명은 오디오 LD(LouDness) 제어 방법에 관한 것으로, 더욱 상세하게는 출력 지연을 최소화하면서 방송 규
격에 부합하도록 오디오 LD를 자동으로 제어하는 방법 및 시스템에 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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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경 기 술
[0002]

도 1은 종래의 오디오 LD 자동 제어 시스템을 도시한 도면이다. 종래의 오디오 LD 자동 제어 시스템은, 도 1에
도시된 바와 같이, LD 측정부(10) 및 LD 자동 제어부(20)를 포함한다.

[0003]

LD 측정부(10)는 입력된 오디오의 LD를 측정하고, LD 자동 제어부(20)는 LD 측정부(10)에서 측정된 LD와 목표
LD를 비교하여 입력된 오디오의 LD를 자동으로 제어한다.

[0004]

이에 따르면, 오디오의 LD를 목표 LD에 빠르게 맞출 수 있지만, 다이내믹 레인지(Dynamic Range)가 감소 되고,
원음과의 왜곡이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다.

[0005]

한편, 종래의 오디오 LD 자동 제어 알고리즘을 분석하면, 도 2에 제시된 표와 같이 발생되는 지연을 정리할 수
있다. 도 2에 나타난 바와 같이, 종래의 오디오 LD 자동 제어 알고리즘에서는, K-weight 필터링을 위한 2개의
필터로 인해 발생하는 알고리즘 지연, 오디오 크기를 측정하기 위해 Mean Square를 계산하는 단위인 MSB(Mean
Square Buffer)의 길이인 400ms의 지연(도 3 참조), 오디오 입력 프레임의 길이인 21.3ms(AAC 기준)의 지연 등
이 발생한다.

[0006]

MSB가 채워지기 위해서는 총 19개의 오디오 입력 프레임이 필요하므로, 오디오 LD 자동 제어 알고리즘의 지연은
404.704ms로 볼 수 있다.

[0007]

따라서, LD 측정부(10)에서 LD를 최초로 측정함에 있어서는 400ms 이상의 알고리즘 지연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
으며, 그 결과, 생방송의 경우 시간 지연, 영상과의 싱크가 맞지 않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발명의 내용
해결하려는 과제
[0008]

본 발명은 상기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안출된 것으로서, 본 발명의 목적은, 기존 방식에 비해 낮은
알고리즘 지연이 발생하도록 하기 위한 오디오 LD 자동 제어 방법 및 시스템을 제공함에 있다.

[0009]

또한, 본 발명의 다른 목적은, 다이내믹 레인지 감소와 왜곡 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LD Budget
기반 오디오 LD 자동 제어 방법 및 시스템을 제공함에 있다.

과제의 해결 수단
[0010]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오디오 LD 자동 제어 방법은, 컨텐츠의 오디오가 저장
되는 버퍼의 크기를 조정하면서, 버퍼에 저장된 오디오의 LD를 측정하는 단계; 및 측정된 오디오 LD를 기초로,
상기 컨텐츠의 오디오 LD를 제어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0011]

그리고, 상기 측정 단계는, 상기 버퍼에 유입된 오디오의 크기가 정해진 크기 미만인 경우에는, 상기 버퍼의 크
기를 상기 버퍼에 유입된 오디오의 크기로 조정하는 단계;를 포함할 수 있다.

[0012]

또한, 상기 측정 단계는, 상기 버퍼에 유입된 오디오의 크기가 정해진 크기인 경우에는, 상기 버퍼의 크기를 상
기 정해진 크기로 고정하는 단계;를 포함할 수 있다.

[0013]

그리고, 상기 LD는, LKFS이고, 상기 측정 단계는, 상기 버퍼에 유입된 오디오의 크기가 정해진 크기인
경우에는, ILKFS를 연산하는 단계; 상기 버퍼에 유입된 오디오의 크기가 정해진 크기 미만인 경우에는, ILKFS를
연산하지 않도록 제어하는 단계;를 더 포함할 수 있다.

[0014]

또한, 상기 버퍼는, MSB(Mean Square Buffer)일 수 있다.

[0015]

그리고, 상기 제어 단계는, 컨텐츠에 대한 오디오 LD 할당량을 계산하는 단계; 컨텐츠의 재생에 따라, 측정된
오디오 LD를 기초로 오디오 LD 할당량을 차감시키는 단계; 및 잔여 오디오 LD 할당량을 기초로, 잔여 컨텐츠의
오디오 LD를 제어하는 단계;를 포함할 수 있다.

[0016]

또한, 상기 계산 단계는, 상기 컨텐츠의 총 재생 시간과 목표 LD를 이용하여, 상기 오디오 LD 할당량을 계산할
수 있다.

[0017]

그리고, 상기 차감 단계는, 현재까지 재생된 컨텐츠에 대한 평균 오디오 LD 및 현재까지의 재생 시간을 이용하
여, 상기 오디오 LD 할당량의 차감량을 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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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18]

또한, 상기 컨텐츠는, 방송 프로그램이고, 상기 목표 LD는, 방송 규격에 의해 결정될 수 있다.

[0019]

한편,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 따른, 오디오 LD 자동 제어 시스템은, 컨텐츠의 오디오가 저장되는 버퍼의 크기
를 조정하면서, 버퍼에 저장된 오디오의 LD를 측정하는 측정부; 측정된 오디오 LD를 기초로, 상기 컨텐츠의 오
디오 LD를 제어하는 제어부;를 포함한다.

[0020]

한편,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 따른, 오디오 LD 자동 제어 방법은, 컨텐츠의 오디오 LD를 측정하는 단계; 상기
컨텐츠에 대한 오디오 LD 할당량을 계산하는 단계; 컨텐츠의 재생에 따라, 측정된 오디오 LD를 기초로 오디오
LD 할당량을 차감시키는 단계; 및 잔여 오디오 LD 할당량을 기초로, 잔여 컨텐츠의 오디오 LD를 제어하는 단
계;를 포함한다.

[0021]

한편,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 따른, 오디오 LD 자동 제어 시스템은, 컨텐츠의 오디오 LD를 측정하는 측정부;
상기 컨텐츠에 대한 오디오 LD 할당량을 계산하는 계산부; 컨텐츠의 재생에 따라, 측정된 오디오 LD를 기초로
오디오 LD 할당량을 차감시키는 관리부; 및 잔여 오디오 LD 할당량을 기초로, 잔여 컨텐츠의 오디오 LD를 제어
하는 제어부;를 포함한다.

발명의 효과
[0022]

이상 설명한 바와 같이, 본 발명의 실시예들에 따르면, 기존 방식에 비해 낮은 알고리즘 지연 발생으로, 방송
출력 지연, 오디오와 영상의 싱크가 맞지 않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된다.

[0023]

또한, 본 발명의 실시예들에 따르면, LD Budget 기반 오디오 LD 자동 제어를 통해, 목표 LD를 맞추면서도, 다이
내믹 레인지 감소와 왜곡 발생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된다.

[0024]

즉, 본 발명의 실시예들에 따르면, 고품질 자동 음량 제어를 통해, 원음 손상을 최소화하면서, 목표 LD를 맞출
수 있는 방법, 시스템 및 장비의 제공이 가능해진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0025]

도 1은 종래의 오디오 LD 자동 제어 시스템을 도시한 도면,
도 2는 종래의 오디오 LD 자동 제어 알고리즘에서 발생하는 시간 지연을 분석한 표,
도 3은 종래의 MSB에 의한 시간 지연의 설명에 제공되는 도면,
도 4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오디오 LD 자동 제어 시스템의 블럭도,
도 5는, 도 4에 도시된 저-지연 LD 측정부의 상세 블럭도,
도 6은 임시 LKFS가 계산되는 개념을 나타낸 도면,
도 7은 음질 선호도 평가 결과를 나타낸 표,
도 8은 LKFS 자동 제어 측정 평가 결과를 나타낸 표,
도 9는, 도 4에 도시된 LD Budget 기반 오디오 LD 자동 제어부의 상세 블럭도,
도 10은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 따른 LD Budget 기반 오디오 LD 자동 제어 방법의 설명에 제공되는 흐름도,
그리고,
도 11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LD Budget 기반 오디오 LD 자동 제어 방법과 기존 방법의 성능 결과를 나타낸
도면이다.

발명을 실시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
[0026]

이하에서는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을 보다 상세하게 설명한다.

[0027]

도 4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오디오 LD(LouDness) 자동 제어 시스템의 블럭도이다.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오디오 LD 자동 제어 시스템은, 오디오 출력 지연을 최소화 하면서 LD Budget 기반으로 오디오 LD를 자동
으로 제어한다.

[0028]

이와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오디오 LD 자동 제어 시스템은, 저-지연 LD 측정부(110)
및 LD Budget 기반 오디오 LD 자동 제어부(120)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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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29]

저-지연 LD 측정부(110)는 입력되는 방송 프로그램의 오디오 LD를 초기 지연이 거의 없도록 측정하고, 측정된
LD를 LD Budget 기반 오디오 LD 자동 제어부(120)에 제공한다.

[0030]

도 5는 저-지연 LD 측정부(110)의 상세 블럭도이다. 도시된 바와 같이, 저-지연 LD 측정부(110)는, 필터(111),
MSB(Mean Square Buffer)(112), 연산부(113) 및 제어부(114)를 포함한다.

[0031]

필터(111)는 전치-필터(Pre-filter)와 RLB 필터(Revised Low frequency B Filter)를 포함한다.

[0032]

전치-필터는 사람 머리에서 주파수에 따른 음향적 영향을 입력되는 오디오 데이터들에 반영하는 필터로, 1kHz
이상의 대역만 통과시키고, 1kHz 미만의 대역은 차단시킨다.

[0033]

RLB 필터는 전치-필터링된 오디오에 대해 민감도가 높은 사람의 청각적 특성을 오디오 데이터들에 반영하는 필
터로, 고주파 대역의 오디오 데이터에 대해서는 높은 가중치를 부여하고, 저주파 대역의 오디오 데이터에 대해
서는 낮은 가중치를 부여한다.

[0034]

MSB(112)는 필터(111)로부터 전달되는 오디오에 대한 Mean Square 평균을 산출하고, 산출결과를 연산부(113)에
제공한다.

[0035]

연산부(113)는 MSB(112)에서 전달되는 Mean Square 평균을 기초로, 오디오 LD를 계산한다. 여기서, LD는
LKFS(Loudness, K-weighted, relative to Full Scale)로 구현할 수 있으며, 이와 달리 구현하는 것 역시 배제
하지 않는다.

[0036]

MSB(112)의 크기는 제어부(114)에 의해 제어된다. 제어부(114)는 MSB(112)의 크기를 유입되는 오디오 입력 프레
임의 크기에 맞게 제어하는데, 최대 크기는 오디오 입력 프레임 19개의 크기로 제한한다.

[0037]

따라서, 오디오 입력 초기에, MSB(112)의 크기는, '오디오 입력 프레임 1개의 크기' → '오디오 입력 프레임 2
개의 크기' → '오디오 입력 프레임 3개의 크기' → ... → '오디오 입력 프레임 19개의 크기'로 확장된다.

[0038]

하지만, MSB(112)의 크기가 '오디오 입력 프레임 19개의 크기'가 되면, 제어부(114)는 MSB(112)의 크기를 고정
시키며, 이에 MSB(112)에서는 선입된 오디오 입력 프레임부터 순차적으로 출력된다.

[0039]

제어부(114)에 의해 유입되는 오디오 입력 프레임의 크기로 MSB(112)의 크기가 맞춰지므로, 오디오 입력 초기인
경우( 극단적으로, 단 1개의 오디오 입력 프레임만이 MSB(112)에 저장된 경우)에도, 오디오 LD(LKFS)가 계산된
다.

[0040]

MSB(112)에 19개의 오디오 입력 프레임이 저장된 경우에 계산되는 LKFS와 구분하기 위해, MSB(112)에 19개 미만
의 오디오 입력 프레임이 저장된 경우에 계산되는 LKFS는 임시 LKFS(Temporal LKFS)로 명명한다. 도 6에는 임시
LKFS가 계산되는 개념을 나타내었다.

[0041]

한편, 연산부(113)가 ILKFS 연산을 하기 위해서는, MSB(112)에 19개의 오디오 입력 프레임이 저장되어 있어야
한다. 즉, MSB(112)에 19개 미만의 오디오 입력 프레임이 저장되어 있는 경우, 연산부(113)는 ILKFS 연산을 할
수 없다.

[0042]

따라서, 제어부(114)는 MSB(112)에 19개 미만의 오디오 입력 프레임이 저장되어 있는 경우, 즉, 오디오 입력 초
기에, ILKFS 연산을 수행하지 않도록 연산부(113)를 제어하여, Mean Square 평균 산출결과가 ILKFS 연산 Queue
로 유입되지 않도록 한다.

[0043]

도 7과 도 8에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제시한 저-지연 LD 측정부(110)를 이용한 오디오 LD 자동 제어 알고리즘을
종래의 알고리즘과 비교하기 위한 음질 선호도 평가 결과와 LKFS 자동 제어 측정 평가 결과를 각각 나타내었다.

[0044]

음질 선호도 평가에서는, 뉴스, 토크쇼, 음악 장르에 대해 각각 5개의 샘플을 활용하였는데, 도 7에 제시된 바
와 같이 본 발명의 실시예에서 제시한 방식이 음질 열화가 적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0045]

LKFS 자동 제어 측정 평가는 목표 LKFS를 디지털방송 프로그램의 표준 음량인 -24 LKFS로 설정하여 수행하였으
며, 통계적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평균값과 95% 신뢰 구간을 측정하였다. 도 8을 통해 확인할 수 있듯, 본 발명
의 실시예에서 제시한 방식은 종래의 방식에 비해 제어 성능이 열화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0046]

다시, 도 4를 참조하여, 오디오 LD 자동 제어 시스템의 나머지 부분인 LD Budget 기반 오디오 LD 자동 제어부
(120)에 대해 설명한다.

[0047]

LD Budget 기반 오디오 LD 자동 제어부(120)는 목표 LD와 방송 프로그램 재생 시간를 이용하여 LD Budget을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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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하고, 방송 프로그램 재생에 따라 LD Budget을 차감시켜 가면서, 잔여 LD Budget에 따라 방송 프로그램의 오
디오 LD를 제어한다.
[0048]

구체적으로, LD Budget 기반 오디오 LD 자동 제어부(120)는 방송 프로그램의 잔여 재생 시간과 목표 LD에 의해
산출되는 오디오 LD 필요량이, 잔여 LD Budget 보다 작은 상태를 유지하도록 제어한다.

[0049]

도 9는 LD Budget 기반 오디오 LD 자동 제어부(120)의 상세 블럭도이다. 도 9에 도시된 바와 같이, LD Budget
기반 오디오 LD 자동 제어부(120)는, LD 자동 제어부(121), LD 조절 계수 산출부(122), LD Budget 생성부
(123), 잔여 LD Budget 관리부(124) 및 출력 오디오 LD 측정부(125)를 포함한다.

[0050]

LD Budget 생성부(123)는 현재 재생중인 방송 프로그램에 대한 LD Budget을 계산한다. 구체적으로, LD Budget
생성부(123)는 방송 프로그램의 총 재생 시간과 목표 LD를 곱한 값을 LD Budget을 계산한다.

[0051]

LD Budget의 단위로 LKFS×Sec(초) 가 사용가능한데, 그 밖의 다른 단위를 사용하는 것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

[0052]

출력 오디오 LD 측정부(125)는 LD 자동 제어부(121)에서 출력되는 오디오 LD를 측정하고, 측정된 오디오 LD를
잔여 LD Budget 관리부(124)에 전달한다.

[0053]

잔여 LD Budget 관리부(124)는 방송 프로그램의 재생에 따라, 저-지연 LD 측정부(110)에서 측정되는 출력 오디
오 LD를 기초로 LD Budget을 차감시킨다.

[0054]

즉, 잔여 LD Budget 관리부(124)는 LD Budget 생성부(123)에서 계산된 LD Budget에서, '출력 오디오 LD'를 '출
력 시간(재생 시간)'에 따라 적분한 값을 차감하여, 잔여 LD Budget을 실시간으로 계산한다.

[0055]

다른 방법으로, 잔여 LD Budget 관리부(124)는 현재까지 재생된 방송 프로그램에 대한 평균 오디오 LD 및 현재
까지의 재생 시간을 곱하여, 오디오 LD 차감량을 계산할 수도 있다.

[0056]

LD 조절 계수 산출부(122)는 잔여 LD Budget 관리부(124)에 의해 계산된 잔여 LD Budget의 크기를 기초로, 잔여
방송 프로그램에 대한 오디오 LD의 조절 계수를 산출한다.

[0057]

LD 조절 계수 산출부(122)에 의해 산출되는 잔여 컨텐츠의 오디오 LD의 조절 계수는, 잔여 LD Budget의 크기에
비례한다. 또한, 저-지연 LD 측정부(110)에서 측정된 오디오 LD에 비례할 수 있다.

[0058]

LD 자동 제어부(121)는 LD 조절 계수 산출부(122)에 의해 산출되는 조절 계수를 기초로, 방송 프로그램의 오디
오 LD를 자동으로 조절하여 출력한다.

[0059]

도 10은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 따른 LD Budget 기반 오디오 LD 자동 제어 방법의 설명에 제공되는 흐름도이
다.

[0060]

도 10에 도시된 바와 같이, 먼저 LD Budget 생성부(123)가 현재 재생중인 방송 프로그램에 대한 LD Budget을 계
산한다(S210). LD Budget은 '방송 프로그램의 총 재생 시간' × '목표 LD'로 계산가능하다.

[0061]

다음, 잔여 LD Budget 관리부(124)는 출력 오디오 LD 측정부(125)에서 측정된 출력 오디오 LD를 이용하여, 방송
프로그램의 재생에 따라 LD Budget을 차감시켜 잔여 LD Budget을 계산한다(S220).

[0062]

S220단계에서, 차감량은, 출력 오디오 LD 측정부(125)에서 실시간으로 전달되는 '출력 오디오 LD'를 '출력 시간
(재생 시간)'에 따라 적분하여 계산할 수도 있고, 출력 오디오 LD 측정부(125)에서 실시간으로 전달되는 출력
오디오 LD의 평균에 출력 시간을 곱하여 계산할 수도 있다.

[0063]

이후, LD 조절 계수 산출부(122)는 S220단계에서 계산된 잔여 LD Budget의 크기를 기초로, 잔여 방송 프로그램
에 대한 오디오 LD의 조절 계수를 산출한다(S230).

[0064]

그리고, LD 자동 제어부(121)는 S230단계에서 산출된 조절 계수로, 방송 프로그램의 오디오 LD를 자동으로 조절
하여 출력한다(S240).

[0065]

S210단계 내지 S240는 방송 프로그램이 종료될 때까지 계속된다(S250).

[0066]

도 11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제시한 LD Budget 기반 오디오 LD 자동 제어부(120)를 이용한 오디오 LD 자동 제어
알고리즘과 종래의 알고리즘의 성능 비교 결과를 나타낸 도면이다.

[0067]

도 11에 나타난 바와 같이,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LD Budget 기반 오디오 LD 자동 제어 알고리즘은, 종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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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디오 LD 제어 알고리즘 보다 원음의 손상을 최소화하고, 원음의 다이내믹 레인지를 최대한 유지하면서 목표
LD를 맞출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0068]

지금까지, LD Budget 기반의 오디오 LD 자동 제어 방법 및 시스템에 대해, 바람직한 실시예들을 들어 상세히 설
명하였다.

[0069]

위 실시예에서, LD 조절 계수 산출부(122)에 의해 산출되는 잔여 컨텐츠의 오디오 LD의 조절 계수에, 제한을 두
어 설정/운용하도록 구현이 가능하다. 잔여 LD Budget이 아주 많이 남은 경우에 오디오 LD가 지나치게 커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수단이다.

[0070]

또한, LD 조절 계수 산출부(122)에 의해 산출되는 잔여 컨텐츠의 오디오 LD의 조절 계수에 대한 변동율에도, 제
한을 두어 설정/운용하도록 구현이 가능하다. 잔여 방송 프로그램이 많이 남아 있지 않은 경우에 오디오 LD의
급격한 변동을 방지하기 위한 수단이다.

[0071]

아울러, 위 실시예에서 언급한 방송 프로그램은 오디오 컨텐츠 또는 오디오를 포함한 영상 컨텐츠의 일 예에 불
과하다. 따라서, 방송 프로그램이 다른 종류의 컨텐츠로 대체되는 경우도 본 발명의 기술적 사상이 적용될 수
있다.

[0072]

그리고, 방송 프로그램의 경우, 목표 LD는, 방송 규격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일반적이겠지만, 그 밖의 다른 요
소에 의해 결정되는 경우도 본 발명의 기술적 사상이 적용될 수 있다.

[0073]

한편, LD Budget은 개념 도입을 위해 사용한 용어로, 오디오 LD 할당량의 의미하며, 그 밖의 다른 용어가 사용
되는 경우에도, 실질이 동일하다면, 본 발명의 범주에 포함된다.

[0074]

또한, 이상에서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대하여 도시하고 설명하였지만, 본 발명은 상술한 특정의 실시
예에 한정되지 아니하며, 청구범위에서 청구하는 본 발명의 요지를 벗어남이 없이 당해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
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자에 의해 다양한 변형실시가 가능한 것은 물론이고, 이러한 변형실시들은 본 발명의
기술적 사상이나 전망으로부터 개별적으로 이해되어져서는 안될 것이다.

부호의 설명
[0075]

110 : 저-지연 LD 측정부
111 : 필터
113 : 연산부

112 : MSB(Mean Square Buffer)
114 : 제어부

120 : LD Budget 기반 오디오 LD 자동 제어부
121 : LD 자동 제어부

122 : LD 조절 계수 산출부

123 : LD Budget 생성부

124 : 잔여 LD Budget 관리부

125 : 출력 오디오 LD 측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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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발명의 명칭 오디오 음량 컨트롤 방법 및 장치

(57) 요 약
오디오 음량 컨트롤 방법 및 장치가 제공된다.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오디오 음량 컨트롤 방법은, 오디오 신
호를 입력받고, 입력된 오디오 신호에 적용할 커브를 구성하며, 구성된 커브를 입력된 오디오 신호에 적용하고,
커브가 적용된 오디오 신호를 출력하는데, 커브는 모든 구간에 대해 연속적이다. 이에 의해, DRC에서 밴드 사이
의 오디오 손실 문제 및 필터링에 의한 오디오 지연 문제를 해소할 수 있게 된다.

대 표 도 - 도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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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세 서
청구범위
청구항 1
오디오 신호를 입력받는 단계;
입력된 오디오 신호에 적용할 커브를 구성하는 단계;
구성된 커브를 입력된 오디오 신호에 적용하는 단계; 및
커브가 적용된 오디오 신호를 출력하는 단계;를 포함하고,
커브는,
모든 구간에 대해 연속적이며,
구성 단계는,
다음의 식을 이용하여 다수의 커브들을 합성함으로써, 다중 커브를 구성하고,
F(X) = F1(F2(...FN(X)))
여기서, F(X)는 다중 커브이고, F1(X), F2(X), ... FN(X)는 다수의 커브들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오디오 음량 컨
트롤 방법.

청구항 2
삭제
청구항 3
청구항 1에 있어서,
다수의 커브들은,
기울기가 각기 다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오디오 음량 컨트롤 방법.

청구항 4
청구항 1에 있어서,
구성 단계에서,
합성할 커브의 개수는 오디오 압축 정도에 비례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오디오 음량 컨트롤 방법.

청구항 5
청구항 1에 있어서,
입력된 오디오 신호를 정규화하는 단계; 및
출력된 오디오 신호를 리스케일링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고,
적용단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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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된 커브를 정규화된 오디오 신호에 적용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오디오 음량 컨트롤 방법.

청구항 6
청구항 1에 있어서,
출력된 오디오 신호의 음량을 목표 음량에 부합하도록 조절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오디
오 음량 컨트롤 방법.

청구항 7
청구항 1에 있어서,
커브가 적용된 오디오 신호의 LRA(Loudness RAnge)를 측정하는 단계;
입력된 오디오 신호의 LRA를 측정하는 단계; 및
측정된 LRA들을 기초로, 다중 커브의 구성 방식을 제어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오디오 음
량 컨트롤 방법.

청구항 8
청구항 7에 있어서,
제어 단계는,
측정된 LRA들 간의 절대차가 LRA 감소 목표를 충족시킬 때까지 반복적으로 수행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오디오
음량 컨트롤 방법.

청구항 9
청구항 8에 있어서,
측정된 LRA들 간의 절대차가 LRA 감소 목표를 충족시키면, 커브가 적용된 오디오 신호의 음량이 목표 음량이 되
도록하는 이득을 계산하는 단계; 및
커브가 적용된 오디오 신호에 계산된 이득을 적용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오디오 음량 컨
트롤 방법.

청구항 10
입력된 오디오 신호에 적용할 커브를 구성하는 구성부;
구성된 커브를 입력된 오디오 신호에 적용하여 출력하는 적용부;를 포함하고,
커브는,
모든 구간에 대해 연속적이며,
구성부는,
다음의 식을 이용하여 다수의 커브들을 합성함으로써, 다중 커브를 구성하고,
F(X) = F1(F2(...FN(X)))
여기서, F(X)는 다중 커브이고, F1(X), F2(X), ... FN(X)는 다수의 커브들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오디오 음량 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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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롤 장치.

청구항 11
오디오 신호에 적용할 커브를 구성하는 단계; 및
구성된 커브를 오디오 신호에 적용하는 단계;를 포함하고,
커브는,
모든 구간에 대해 연속적이며,
구성 단계는,
다음의 식을 이용하여 다수의 커브들을 합성함으로써, 다중 커브를 구성하고,
F(X) = F1(F2(...FN(X)))
여기서, F(X)는 다중 커브이고, F1(X), F2(X), ... FN(X)는 다수의 커브들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오디오 음량 컨
트롤 방법.

청구항 12
오디오 신호를 입력받는 단계;
입력된 오디오 신호에 적용할 커브를 구성하는 단계;
구성된 커브를 입력된 오디오 신호에 적용하는 단계; 및
커브가 적용된 오디오 신호를 출력하는 단계;를 포함하고,
커브는,
모든 구간에 대해 연속적이며,
구성 단계는,
다음의 식을 이용하여 다수의 커브들을 합성함으로써, 다중 커브를 구성하고,
F(X) = F1(F2(...FN(X)))
여기서, F(X)는 다중 커브이고, F1(X), F2(X), ... FN(X)는 다수의 커브들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오디오 음량 컨
트롤 방법을 수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기록된 컴퓨터로 읽을 수 있는 기록매체.

발명의 설명
기 술 분 야
[0001]

본 발명은 오디오 처리 기술에 관한 것으로, 더욱 상세하게는 오디오의 음량을 자동으로 컨트롤하는 방법 및 장
치에 관한 것이다.

배 경 기 술
[0003]

오디오 음량 컨트롤은 입력되는 오디오의 음량을 목표 음량에 맞추는 방식에 의하고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은
방식의 오디오 음량 컨트롤의 경우, 오디오의 DR(Dynamic Range)가 유지되기 때문에, 음량이 작은 오디오 구간
의 경우 청취/인식의 어려움이 발생하게 된다.

[0004]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오디오를 DRC(Dynamic Range Compression)하는 방법을 상정할 수 있다. 하지만,
종래의 DRC에서는 밴드 사이 구간에서 오디오가 손실되는 문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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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5]

뿐만 아니라, 종래의 DRC에서는 필터링에 의해 오디오 신호의 지연(Delay)이 발생하는 문제도 아울러 존재한다.

발명의 내용
해결하려는 과제
[0007]

본 발명은 상기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안출된 것으로서, 본 발명의 목적은, DRC에서 밴드 사이의 오
디오 손실 문제 및 필터링에 의한 오디오 지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오디오 음량에 따라 연속적인
DRC 커브들을 합성하여 구성한 다중 DRC 커브로 오디오 음량을 컨트롤하는 방법 및 장치를 제공함에 있다.

과제의 해결 수단
[0009]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오디오 음량 컨트롤 방법은, 오디오 신호를 입력받는
단계; 입력된 오디오 신호에 적용할 커브를 구성하는 단계; 구성된 커브를 입력된 오디오 신호에 적용하는
단계; 및 커브가 적용된 오디오 신호를 출력하는 단계;를 포함하고, 커브는, 모든 구간에 대해 연속적이다.

[0010]

그리고, 구성 단계는, 다수의 커브들을 합성하여, 다중 커브를 구성할 수 있다.

[0011]

또한, 다수의 커브들은, 기울기가 각기 다를 수 있다.

[0012]

그리고, 구성 단계에서, 합성할 커브의 개수는 오디오 압축 정도에 비례할 수 있다.

[0013]

또한,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오디오 음량 컨트롤 방법은, 입력된 오디오 신호를 정규화하는 단계; 및 출력된
오디오 신호를 리스케일링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고, 적용단계는, 구성된 커브를 정규화된 오디오 신호에 적용
할 수 있다.

[0014]

그리고,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오디오 음량 컨트롤 방법은, 출력된 오디오 신호의 음량을 목표 음량에 부합
하도록 조절하는 단계;를 더 포함할 수 있다.

[0015]

또한,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오디오 음량 컨트롤 방법은, 커브가 적용된 오디오 신호의 LRA(Loudness RAng
e)를 측정하는 단계; 입력된 오디오 신호의 LRA를 측정하는 단계; 및 측정된 LRA들을 기초로, 다중 커브의 구성
방식을 제어하는 단계;를 더 포함할 수 있다.

[0016]

그리고, 제어 단계는 측정된 LRA들 간의 절대차가 LRA 감소 목표를 충족시킬 때까지 반복적으로 수행될 수
있다.

[0017]

또한,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오디오 음량 컨트롤 방법은, 측정된 LRA들 간의 절대차가 LRA 감소 목표를 충족
시키면, 커브가 적용된 오디오 신호의 음량이 목표 음량이 되도록하는 이득을 계산하는 단계; 및 커브가 적용된
오디오 신호에 계산된 이득을 적용하는 단계;를 더 포함할 수 있다.

[0018]

한편,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 따른, 오디오 음량 컨트롤 장치는, 입력된 오디오 신호에 적용할 커브를 구성하
는 구성부; 구성된 커브를 입력된 오디오 신호에 적용하여 출력하는 적용부;를 포함하고, 커브는, 모든 구간에
대해 연속적이다.

[0019]

한편,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 따른, 오디오 음량 컨트롤 방법은, 오디오 신호에 적용할 커브를 구성하는
단계; 및 구성된 커브를 오디오 신호에 적용하는 단계;를 포함하고, 커브는, 모든 구간에 대해 연속적이다.

[0020]

한편,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 따른, 컴퓨터로 읽을 수 있는 기록매체에는, 오디오 신호를 입력받는 단계; 입
력된 오디오 신호에 적용할 커브를 구성하는 단계; 구성된 커브를 입력된 오디오 신호에 적용하는 단계; 및 커
브가 적용된 오디오 신호를 출력하는 단계;를 포함하고, 커브는, 모든 구간에 대해 연속적인 것을 특징으로 하
는 오디오 음량 컨트롤 방법을 수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기록된다.

발명의 효과
[0022]

이상 설명한 바와 같이, 본 발명의 실시예들에 따르면, 오디오 음량에 따라 연속적인 DRC 커브로 오디오 음량을
컨트롤하여, DRC에서 밴드 사이의 오디오 손실 문제 및 필터링에 의한 오디오 지연 문제를 해소할 수 있게
된다.

[0023]

또한, 본 발명의 실시예들에 따르면, 다수의 DRC 커브들을 합성하여 구성한 다중 DRC 커브로 오디오 음량을 컨
트롤하여, 오디오 신호와 사용자 취향에 최적으로 오디오 음량을 컨트롤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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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의 간단한 설명
[0025]

도 1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오디오 음량 컨트롤 장치의 블럭도,
도 2는 DRC 커브 구성 모듈이 이용하는 DRC 커브를 예시한 도면,
도 3은 DRC 커브 구성 모듈이 다수의 커브들을 선택하는 과정을 예시한 도면,
도 4는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 따른 오디오 음량 컨트롤 장치의 블럭도,
도 5는, 도 4에 도시된 ALC 모듈의 상세 블럭도,
도 6은 본 발명의 또 다른 실시예에 따른 오디오 음량 컨트롤 장치의 블럭도이다.

발명을 실시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
[0026]

이하에서는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을 보다 상세하게 설명한다.

[0027]

도 1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오디오 음량 컨트롤 장치의 블럭도이다.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오디오
음량 컨트롤 장치는, 다수의 커브들을 합성하여 구성한 다중 커브를 이용하여 오디오 신호에 대해 DRC(Dynamic
Range Compression)를 수행한다.

[0028]

이와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오디오 음량 컨트롤 장치는, 도 1에 도시된 바와 같이, 정
규화 모듈(110), DRC 커브 구성 모듈(120), DRC 커브 적용 모듈(130), 리스케일링 모듈(140)을 포함하여 구성된
다.

[0029]

정규화 모듈(110)은 입력되는 오디오 신호를 -1~0~1 의 값을 갖도록 정규화한다.

[0030]

DRC 커브 구성 모듈(120)은 입력되는 오디오 신호의 DR(Dynamic Range)을 감소시키기 위한 DRC 커브를
구성한다. DRC 커브 구성 모듈(120)은 다수의 커브들을 합성하여 오디오 신호에 적용할 커브를 구성한다.

[0031]

이를 위해, DRC 커브 구성 모듈(120)은 다수의 DRC 커브들을 보유하고 있는데, 보유하고 있는 DRC 커브들 중 일
부를 선택하고, 선택한 커브들을 합성하여 다중 커브를 구성한다.

[0032]

다중 커브를 구성할 DRC 커브들의 선택은 사용자 설정(이를 테면, 오디오 압축 정도 설정 등)에 따라 선택할 수
있고, 오디오 신호의 특성(이를 테면, 타입, 장르 등)에 따라 자동으로 선택할 수도 있다.

[0033]

DRC 커브 구성 모듈(120)이 이용하는 DRC 커브 하나를 도 2에 예시하였다. 도시된 DRC 커브(보라색으로 표시한
곡선)는, 음량이 임계치 보다 작은 오디오에 대해서는 게인이 1 보다 크고(빨간색 점선으로 표시한 구간), 음량
이 임계치 보다 큰 오디오에 대해서는 게인이 1 보다 작다(녹색 점선으로 표시한 구간).

[0034]

즉, 도 2에 도시된 DRC 커브를 이용하면, 빨간색 점선으로 표시한 구간에서 오디오 신호는 증폭되고, 녹색 점선
으로 표시한 구간에서 오디오 신호는 감소하게 된다.

[0035]

또한, 도 2에 도시된 DRC 커브는, 모든 구간에 대해 연속적인 비선형 함수 형태이다. 즉, 임계치를 포함한 모든
구간에서 불연속적인 지점은 존재하지 않는다.

[0036]

도 2에 도시된 DRC 커브는 Sigmoid 함수를 변형하여 생성한 것이다. DRC 커브 구성 모듈(120)이 이용하는 다른
DRC 커브들에 대해서도 Sigmoid 함수를 각기 다른 방식으로 변형하여 생성할 수 있다.

[0037]

도 3에는 DRC 커브 구성 모듈(120)이 보유하고 있는 커브 셋을 구성하는 기울기가 각기 다른 다수의 커브들 중
일부(도 3에서는 3개)를 사용자 설정(오디오 압축 정도 설정)에 따라 선택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0038]

도 3에 도시된 첫 번째 DRC 커브(Curve #1)가 Y = F1(X)이고, 두 번째 DRC 커브(Curve #2)가 Y = F2(X)이며, 세
번째 DRC 커브(Curve #3)가 Y = F3(X)일 때, 세 개의 DRC 커브들(Curve #1, Curve #2 및 Curve #3)를 합성하여
구성하는 다중 커브 Y = F(X)는 다음의 수학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

[0039]

Y = F(X) = F1(F2(F3(X)))

[0040]

이를 일반화 하면, 즉, n개의 DRC 커브들(Curve #1, Curve #2, ... , Curve #n)를 합성하여 구성하는 다중 커
브 Y = F(X)는 다음의 수학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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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41]

Y = F(X) = F1(F2(...FN(X)))

[0042]

한편, DRC 커브 구성 모듈(120)이 DRC 커브들을 선택함에 있어, 오디오 압축 정도가 큰 경우에는, 기울기가 큰
DRC 커브들이 선택되고, 합성할 DRC 커브의 개수가 증가한다.

[0043]

반면, 오디오 압축 정도가 작은 경우에는, 기울기가 작은 DRC 커브들이 선택되고, 합성할 DRC 커브의 개수도 감
소한다.

[0044]

이를 위해, DRC 커브 구성 모듈(120)은 오디오 압축 정도에 따라 합성할 DRC 커브들에 대한 정보를 매칭시킨 테
이블을 보유하여, 이를 참조로 DRC 커브 구성에 이용할 수 있다.

[0045]

다시, 도 1을 참조하여 설명한다.

[0046]

DRC 커브 적용 모듈(130)은 정규화 모듈(110)에서 정규화된 오디오 신호에 DRC 커브 구성 모듈(120)에서 구성된
다중 커브를 적용하여, 정규화된 오디오 신호의 DR을 압축한다.

[0047]

리스케일링 모듈(140)은 DRC 커브 적용 모듈(130)에서 DRC가 적용된 오디오 신호의 스케일을 조정하여 출력 오
디오 신호를 생성한다. 리스케일링 모듈(140)에 의한 스케일 조정은 입력 오디오 신호의 범위를 기초로 수행된
다.

[0048]

도 4는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 따른 오디오 음량 컨트롤 장치의 블럭도이다.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오디오
음량 컨트롤 장치는, DRC가 적용된 오디오 신호의 음량을 목표 음량에 맞게 조절하여 출력한다.

[0049]

이와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오디오 음량 컨트롤 장치는, 도 4에 도시된 바와 같이, 정
규화 모듈(210), DRC 커브 구성 모듈(220), DRC 커브 적용 모듈(230) 및 ALC(Audio LouDness Controll) 모듈
(240)을 포함하여 구성된다.

[0050]

정규화 모듈(210), DRC 커브 구성 모듈(220) 및 DRC 커브 적용 모듈(230)은 도 1에 도시된 정규화 모듈(110),
DRC 커브 구성 모듈(120) 및 DRC 커브 적용 모듈(130)과 동등한 기능을 수행하므로, 이들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0051]

ALC 모듈(240)은 DRC 커브 적용 모듈(230)에서 DRC가 적용된 오디오 신호의 음량이 목표 음량에 부합하도록 음
량을 조절한다.

[0052]

도 5는, 도 4에 도시된 ALC 모듈(240)의 상세 블럭도이다. ALC 모듈(240)은, 도 5에 도시된 바와 같이, 음량 측
정 모듈(241) 및 음량 제어 모듈(242)을 포함한다.

[0053]

음량 측정 모듈(241)은 입력되는 DRC가 적용된 오디오의 음량를 측정한다. 음량 측정부(241)에 의해 측정된 오
디오 음량에 대한 정보는 음량 제어 모듈(242)로 제공된다.

[0054]

음량 제어 모듈(242)은 오디오의 음량이 목표 음량에 부합되도록 입력되는 오디오의 음량을 조절하여 출력한다.

[0055]

도 6은 본 발명의 또 다른 실시예에 따른 오디오 음량 컨트롤 장치의 블럭도이다.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오
디오 음량 컨트롤 장치는, 오프라인 환경에서 오디오 파일에 대해 적용가능한 장치로, 오디오에 대한 DRC 적용
결과를 기초로 다중 커브 구성과 음량 제어를 동적으로 수행한다.

[0056]

이와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오디오 음량 컨트롤 장치는, 도 6에 도시된 바와 같이,
DRC 커브 구성 모듈(310), DRC 커브 적용 모듈(320), 측정 모듈-1(330), 측정 모듈-2(340), 판단 모듈(350),
이득 제어 모듈(360) 및 음량 제어 모듈(370)을 포함하여 구성된다.

[0057]

DRC 커브 구성 모듈(310) 및 DRC 커브 적용 모듈(320)은 도 1에 도시된 DRC 커브 구성 모듈(120) 및 DRC 커브
적용 모듈(130)과 동등한 기능을 수행하므로, 이들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0058]

측정 모듈-1(330)은 DRC 커브 적용 모듈(320)에서 DRC가 적용된 오디오 신호의 ILKFS(Integrated Loudness, Kweighted,relative to Full Scale)와 LRA(Loudness RAnge)를 측정한다. 그리고, 측정 모듈-2(340)는 입력 오디
오 신호의 ILKFS와 LRA를 측정한다.

[0059]

판단부(350)는 측정 모듈-1(330)에서 측정된 DRC가 적용된 오디오 신호의 LRA(LRA_D)와 측정 모듈-2(340)에서
측정된 입력 오디오 신호의 LRA(LRA_I) 간의 절대차(diff_LRA)를 계산한다. 계산식은 다음과 같다.

[0060]

diff_LRA = abs(LRA_I - LRA_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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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61]

계산된 절대차가 LRA 감소 목표를 충족시키지 못하면(절대차 ≤ LRA 감소 목표), 다중 커브를 구성하는 DRC 커
브의 전부/일부를 기울기가 큰 것으로 교체하거나, 다중 커브를 구성하는 DRC 커브의 개수를 증가시키도록 DRC
커브 구성 모듈(310)을 제어한다. 이 과정은 계산된 LRA 절대차가 LRA 감소 목표를 충족시킬 때까지 계속된다.

[0062]

LRA 감소 목표가 충족되면(절대차 > LRA 감소 목표), 이득 제어부(360)는 측정 모듈-1(330)에서 측정된 DRC가
적용된 오디오 신호의 ILKFS(ILKFS_D)가 목표 음량(Target ILKFS)이 되도록하는 이득을 계산한다.

[0063]

음량 제어 모듈(370)은, DRC 커브 적용 모듈(320)에서 DRC가 적용된 오디오 신호에 대해, 이득 제어부(360)가
계산한 이득을 적용하여 목표 음량에 부합하는 오디오 신호를 출력한다.

[0064]

지금까지, 오디오 음량 컨트롤 방법 및 장치에 대해 바람직한 실시예들을 들어 상세히 설명하였다.

[0065]

위 실시에서는, 오디오 음량에 따라 연속적인 DRC 커브로 오디오 음량을 컨트롤하여, DRC에서 밴드 사이의 오디
오 손실 문제 및 필터링에 의한 오디오 지연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하였다.

[0066]

또한, 위 실시예에 따르면, 다수의 DRC 커브들을 합성하여 구성한 다중 DRC 커브로 오디오 음량을 컨트롤하여,
오디오 신호와 사용자 취향에 최적으로 오디오 음량을 컨트롤할 수 있게 된다.

[0067]

한편, 본 실시예에 따른 장치와 방법의 기능을 수행하게 하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수록한 컴퓨터로 읽을 수 있는
기록매체에도 본 발명의 기술적 사상이 적용될 수 있음은 물론이다. 또한, 본 발명의 다양한 실시예에 따른 기
술적 사상은 컴퓨터로 읽을 수 있는 기록매체에 기록된 컴퓨터로 읽을 수 있는 코드 형태로 구현될 수도 있다.
컴퓨터로 읽을 수 있는 기록매체는 컴퓨터에 의해 읽을 수 있고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어떤 데이터 저장 장
치이더라도 가능하다. 예를 들어, 컴퓨터로 읽을 수 있는 기록매체는 ROM, RAM, CD-ROM, 자기 테이프, 플로피
디스크, 광디스크,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 등이 될 수 있음은 물론이다. 또한, 컴퓨터로 읽을 수 있는 기록매체
에 저장된 컴퓨터로 읽을 수 있는 코드 또는 프로그램은 컴퓨터간에 연결된 네트워크를 통해 전송될 수도 있다.

[0068]

또한, 이상에서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대하여 도시하고 설명하였지만, 본 발명은 상술한 특정의 실시
예에 한정되지 아니하며, 청구범위에서 청구하는 본 발명의 요지를 벗어남이 없이 당해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
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자에 의해 다양한 변형실시가 가능한 것은 물론이고, 이러한 변형실시들은 본 발명의
기술적 사상이나 전망으로부터 개별적으로 이해되어져서는 안될 것이다.

부호의 설명
[0070]

110, 210 : 정규화 모듈
120, 220, 310 : DRC 커브 구성 모듈
130, 230, 320 : DRC 커브 적용 모듈
140 : 리스케일링 모듈
240 : ALC(Audio LouDness Controll) 모듈
330 : 측정 모듈-1
340 : 측정 모듈-2
350 : 판단 모듈
360 : 이득 제어 모듈
370 : 음량 제어 모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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