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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휴대폰을 비롯한 각종 휴대용 멀티미디어 기기의 사용은 날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기존의 데스크탑 환경에서 이용하던 복잡한 기능을 휴대 기기에서 이용하고자 하는 사용자의 요구도 함
께 늘어나고 있다. 예를 들어 휴대폰의 오디오 시스템 같은 경우, 예전에는 단순한 음악 재생 기능만이
요구 되었다면 요즈음에는 3D 서라운드 효과 지원과 같은 복잡한 기능의 요구가 생겼다. 본 논문에서는
휴대용 멀티미디어 기기 상에서의 다양한 사운드 효과 알고리즘과 이를 지원하는 오디오 프로세싱 시스
템을 구현하였다. 오디오 프로세싱 시스템은 여러 가지 다양한 응용에 따라 Time stretch[1][2],
Resampling[3], Reverberation[4], Mixing, EQ등의 기능을 지원한다.
휴대기기 상에서의 이러한 오디오 프로세싱 시스템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고
려해야 한다. 우선 차후에 기능의 추가/확장이 이루어질 것을 고려하여 시스템을 설계해야 한다. 두 번
째로 실시간성을 만족시킬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논문에서는 알고리즘 구현하고 이에 대한 최적화
를 수행하였으며, 컴포넌트 기반의 프레임 워크로 전체 시스템을 구현하였다.
2.본론
2.1 컴포넌트 기반 시스템 프레임워크 구현
오디오 프로세싱에 쓰이는 사운드 효과 알고리즘들은 다양하다. 또한, 오디오 프로세싱 시스템은 다양
한 응용과 실험에 맞게 이들 중 일부를 조합하여 사용하고, 추후에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알고리즘이
개발되었을 경우 기존 알고리즘을 대체하여 이를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이 때문에 오디오 프로세싱
시스템에서는 확장성이 중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이유로 인해 컴포넌트 기반의 필터 아키텍처를
채용한 프레임워크를 제안하고 구현하였다.
configuration

control

Data

state

algorithm

Component

Port

Network = {component, port, connection}

<그림 1> 컴포넌트의 설계
2.2 알고리즘 및 연산의 최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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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 알고리즘의 최적화
오디오 프로세싱 시스템은 실시간성이 중요한 시스템이며, 일반적으로 오디오 프로세싱은 연산량이 많
다. 그런데, 소형 멀티미디어 기기는 낮은 컴퓨팅 파워와 한정된 자원이라는 문제점 갖고 있기 때문에
시스템의 요구사항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알고리즘의 최적화가 필요하다. 최적화를 수행하기 위하여
먼저 전체 시스템에 사용되는 알고리즘에 대한 각각의 수행 시간과 hot spot을 측정하였으며 이를 바탕
으로 SOLA 알고리즘의 cross correlation을 FFT[1]를 사용하여 최적화 하였다.
2.2.2 고정 소수점의 적용
일반적으로 휴대 기기는 부동 소수점 연산 비용이 높기 때문에 본 논문에서는 각 알고리즘의 주요 부
동 소수점 연산 부분들을 고정 소수점 연산으로 대체하였다. 고정 소수점은 정수형 데이터 타입을 base
와 fraction으로 나누어 표현함으로써 부동 소수점 데이터에 대한 정수 연산을 가능하게 한다. 부동 소
수점을 고정 소수점으로 변환하여 적용할 경우, 정수 부분은 16 bit범위로 제한되므로 overflow에 대한
처리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각 알고리즘이 사용하는 데이터 범위를 고려하여 다음 와 같이
16:16형식과 17:15형식의 고정 소수점을 선택적으로 적용하였다.
<표 1> 각 알고리즘에 사용된 고정소수점 데이터 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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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론 및 향후 연구과제

컴포넌트 기반의 필터 아키텍처를 채용해 구현한 시스템 상에서 다양한 응용을 구성해 보았으며, 이를
통해 시스템의 확장성 요구사항을 만족시킬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 제안하는 최적화 방법들을 적
용하여 오디오 프로세싱의 수행 시간을 측정해본 결과, 실행시간을 최소 2배부터 최대 34배까지 단축시
켜 이를 통해 실시간성을 제공할 수 있었다. PVOC 알고리즘과 같은 일부 알고리즘의 경우, 아직 실시간
성을 만족시킬만한 최적화에 도달하지 못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차후에는 PVOC 뿐만 아니라 주파수 도
메인에서 수행되는 알고리즘의 최적화에 영향을 미치는 FFT의 최적화를 연구하여 실시간성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Resampling, Time Stretch, Reverb등 의 각 기능에 대해 최근 연구된 알고리즘들도
추가적으로 구현해 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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