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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내용없음.

대표도

도1

명세서

[발명의 명칭]

반향 제거회로의 제어 방법

[도면의 간단한 설명]

제1도는 본 발명을 적용한 반향 제거회로의 하드웨어 구조를 개략적으로 나타낸 블럭도.

제2도는 본 발명에 따른 제어회로의 하드웨어 구조를 나타낸 도면.

제3a도  및  제3b도는  하나의  EPROM으로  부터  다수의  DSP로  프로그램을  다운로딩하는  절차를  나타낸 
흐름도.

재4도는 다수의 DSP중 하나가 EPROM으로 부터 프로그램을 다운로딩 받을 때 각 DSP들의 리셋 및 OFF신호
의 상태를 나타낸 표.

*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00 : TD(Telephony Device)버스 정합 부            110 : TD버스 정합 회로

120 : 듀얼 포트 RAM                                            200 : 제어부

210 : 1칩 컨트롤러                                                220 : 디코더

230 : 래치회로                                                       231 : 데이터 래치 1

232 : 데이터 래치 2                                                233 : 리셋 래치

234 : OFF래치                                                       235 : HOLD래치

236 : 인터럽트 래치 1                                             237 : 인터럽트 래치 2

240 : 인터럽트 인코더                                             300 : DSP부

310 : EPROM(Electrically Programmable Read Only Memory)

320∼390 : D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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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 : 서브 하이웨이 정합 회로

[발명의 상세한 설명]

본 발명은 디지틀 이동통신 교환망(Public Land Mobile network : PLMN)과 공중 전화망(public switched 
telephone  network  :  PSTN)의  연동(聯動)시  발생되는  반향(echo)을  제거하는  반향  제거회로(echo 
canceller circuit)에 관한 것으로, 더 구체적으로는 1칩(chip) 컨트롤러를 이용하여 다수의 디지틀 신호 
처리기(digital signal processor : DSP)들을 포함하는 반향 제거회로의 동작을 제어하는 방법에 관한 것
이다.

디지틀 이동통신 교환망(PLMN)과 공중 전화망(PSTN)의 연동시, 이동통신 교환망의 이동 가입자(이하, '이
동통신 가입자'라 함.)로 부터의 음성 송신이 이루어지는 경우, 이동통신 가입자의 음성은 이동통신 교환
망을 거쳐서 공중 전화망을 통해 공중 전화망의 고정 가입자(이하, '전화망 가입자'라 함.)에게 전송되는
데, 공중 전화망 측의 고정 가입자 정합 부분에 있는 2선/4선 하이브리드 회로의 임피던스 부정합 등으로 
인해 반향이 발생된다. 이와 같은 반향은 이동통신 교환망에서 무선채널의 효용성을 위한 보이스 코딩
(voice coding)으로 인해 왕복 약 180ms정도 지연되어 이동통신 가입자에게 되돌아 와서 통화에 불편을 
주기 때문에, 그와 같은 반향을 제거하는 것이 필요하게 된다. 이와 같은 반향을 제거하기 위한 종래의 
반향 제거회로는 복수의 디지틀 적응 필터(digital adaptive filter)들과, 이들을 제어하기 위한 제어회
로를 포함하고 있는데, 복수의 디지틀 적응 필터들을 제어하는 제어회로는 많은 소자들로 구성되기 때문
에 그 회로의 구성이 복잡하고 비경제적이었다.

본 발명의 목적은 반향 제거회로를 간단하면서도 경제적으로 구현할 수 있도록 제어하는 방법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본 발명에서는 반향을 제거하기 위한 복수의 디지틀 적응 필터들 대
신 다수의 디지틀 신호 처리기(Digital Signal Processor : 이하 'DSP'라 함.)를 사용하고, DSP들의 동작 
및 제어에 필요한 DSP프로그램을 각 DSP에 내장시키지 않고 하나의 외부기억장치(예를 들면, EPROM)에 저
장시켜 놓고 초기화할 때 1칩 컨트롤러의 제어에 의해 다수의 DSP들이 외부기억장치로 부터 상기 DSP프로
그램을 다운로딩(down-loading) 받아 반향 제거를 수행하도록 한다. 또한, 1칩 컨트롤러와 다수의 DSP들 
간의 통신에 있어서도, 1칩 컨트롤러가 버스 중재 역할을 하도록 함으로써 별도의 버스 중재 회로없이 버
스를 공통으로 사용하여 그들이 통신하도록 한다.

본 발명의 실시예에 있어서는 하나의 DSP가 4채널에 대한 반향 제거 기능을 담당하여, 반향 제거회로 전
체로는 8개의 DSP가 32 채널에 대하여 반향 제거를 할 수 있도록 하고, 8개의 DSP를 1칩 컨트롤러가 제어
하도록 한다.

이하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를 나타낸 도면들을 참조하면서 본 발명에 대해 상세히 설명한다.

제1도는 본 발명을 적용한 반향 제거회로의 바람직한 실시예를 나타낸 블럭도이다.

제1도를 참조하여, 상기 회로는 회로별 기능 형태에 따라 공지의 타임 스위치 제어 프로세서(TSP)와 정보
를 주고 받기 위한 TD버스(Telephony Device-bus)정합회로(110)와, 상기 TSP와 반향 제거회로 간에 주고 
받는 정보를 잠시 저장하는 버퍼로서 역할하는 듀얼 포트 RAM(120)으로 구성되는 TD-버스정합부(100)와; 
반향 제거와 관련된 제반의 제어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1칩 컨트롤러(210)와, 1칩 컨트롤러(210)의 어드레
스를 입력으로서 받아 들이고 그것에 응답하여 필요한 디바이스를 선택하는 디코더(220)와, 1칩 컨트롤러
(210)가 8개의 DSP(320∼390)를 제어하는데 필요한 제어 데이타를 래치(latch)하는 래치회로(230)와, 8개
의 DSP(320∼390)중에서 어느 DSP가 인터럽트를 발생했는지를 1칩 컨트롤러(210)가 인식할 수 있도록 소
정의 데이타를 1칩 콘트롤러(210)로 제공하여 8개의 DSP(320∼390)로부터 각각 출력되는 인터럽트들을 1
칩 컨트롤러(210)가 관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인터럽트 인코더(240)로 구성되는 제어부(200)와; 8개의 
DSP(320∼390)에 다운로딩할 DSP프로그램을 내장하기 위한 EPROM(310)과, 디지틀 적응 필터 기능을 수행
함으로써 실질적인 반향 제거 기능을 수행하는 8개의 DSP들(320∼390)로 구성되는 DSP부(300)와, 그리고 
타임 스위치 장치와 PCM음성정보를 송수신하는데 필요한 서브하이웨이 정합회로(400)로 구성된다.

본  발명에 따르면,  제어부(200)의  제어하에서 DSP부(300)의  EPROM(310)으로  부터  DSP프로그램이 8개의 
DSP(320∼390)의 내부 RAM으로 다운로딩된다. 제어부(200)내 1칩 컨트롤러(210)의 제어에 따라서 디코더
(220)와 래치회로(230)  및 인터럽트 인코더(240)는 DSP부(300)의 DSP들(320∼390)과 1칩 컨트롤러(210) 
간의 통신을 돕는다.

제2도는 본 발명의 구체적인 예를 나타낸 것이다.

제2도를 참조하여, 본 예의 제어부(200)는 내장된 제어 프로그램에 따라서 반향 제거회로 전체를 제어하
고 관리하는 1칩 컨트롤러(210)와, 입력되는 소정의 신호에 각각 응답하여 8개의 DSP(320∼390)와 1칩 컨
트롤러(210)가 용이하게 통신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7개의 래치(231∼237)와, 1칩 컨트롤러(210)의 어드
레스 중 4개를 입력으로서 받아 들여서 그것을 해독하는 것에 의해 상기 래치(231∼237) 가운데 필요한 
래치를 인에이블시키기 위한 상기 소정의 신호를 해당 래치로 출력하는 디코더(220)와, 8개의 DSP(320∼
390)로 부터의 인터럽트를 1칩 컨트롤러(210)가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인터럽트 인코더(24
0)로 구성된다.

제2도를 참조하여, 1칩 컨트롤러(210)가 8개의 DSP(320∼390)로 필요한 정보를 전송하는 경우에 있어서 1
칩 컨트롤러(210)가 디코더(220)를 통해 데이터 래치 1(231)을 인에이블하여 정보를 거기에 쓴다. 이런경
우, 8개의 DSP(320∼390)가 읽기신호(/RD)를 이용하여 데이터 래치 1(231)을 액세스(access)하여 1칩 컨
트롤러(210)로 부터의 정보를 얻는다. 반면, 8개의 DSP(320∼390)가 1칩 컨트롤러(210)로 부터의 정보에 
응답하는 정보 또는 자신이 전송하고자 하는 정보를 보내는 경우에 있어서는 쓰기신호(/WR)를 이용하여 
데이터 래치 2(232)에 정보를 쓴다. 이런 경우에 1칩 컨트롤러(210)는 디코더(220)를 통해 데이터 래치 
2(232)를 인에이블 시키고 데이터 래치 2(232)를 액세스하여 DSP(320∼390)로 부터의 정보를 자신의 데이
터포트를 통하여 읽어 들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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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셋 래치(233)는 8개의 DSP(320∼390)  각각의 리셋 단자와 연결된다. 리셋 래치(233)는 1칩 컨트롤러
(210)가 8개의 DSP(320∼390) 각각을 리셋시키는데 사용된다. 즉, 컨트롤러(210)의 리셋 인에이블 및 디
스에이블제어에 리셋 래치(233)가 사용된다. OFF래치(234)는 1칩 컨트롤러(210)가 해당 DSP의 OFF신호(해
당 DSP의 외부 버스 및 각종 신호 라인을 고 임피던스(high impedance) 상태로 만들기 위한 신호)를 인에
이블/디스에이블 시키는데 사용된다. HOLD래치(235)는 1칩 컨트롤러(210)가 필요시 DSP(320∼390) 각각의 
홀드(HOLD) 신호를 인에이블/디스에이블 시키는데 사용된다. 특히, 본 예에서는 8개의 DSP(320∼390) 각
각의 내부 레지스터들(도시되지 않음)의 셋팅에 의해 선택 가능한 홀드 모드(hold mode)를 이용하는데, 
홀드 모드에서는 해당 DSP의 외부 단자에 HOLD신호가 인가되더라도 DSP의 수행이 중단되지 않고, 외부 버
스를 액세스하지 않는 한 EPROM(310)으로 부터 자신의 내부 메모리로 다운로딩 받은 해당 DSP는 DSP 프로
그램을 계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그러나, 이때 해당 DSP의 외부 버스 및 신호 라인은 고 임피던스 상
태이다. 인터럽트 래치 1(236)은 8개의 DSP(320∼390) 각각이 EPROM(310)으로 부터 DSP 프로그램을 다운
로딩  받을  때  1칩  컨트롤러(210)가  필요한  인터럽트를  해당  DSP로  거는데  사용되고,  인터럽트  래치 
2(237)는 1칩 컨트롤러(210)와 8개 DSP(320∼390) 간의 통신시 1칩 컨트롤러(210)가 해당 DSP로 인터럽트
를 걸 때 사용된다. 디코더(220)는 1칩 컨트롤러(210)로 부터 제공되는 4비트의 어드레스에 응답하여 7개
의 래치(231∼237)중 어느 하나를 한 순간에 선택적으로 인에이블 하는데 사용된다.

제3a도 및 제3b도는 본 발명에 따라서 하나의 EPROM(310)에 내장된 DSP프로그램을 8개의 DSP(320∼390) 
각각의 내부 RAM에 다운로딩하는 절차를 나타낸 것이다. 1칩 컨트롤러(210)는 자신에 내장된 제어프로그
램에 따라서 제반의 제어 기능을 수행하고, DSP들(320∼390)은 EPROM(310)으로 부터 다운로딩 받은 DSP프
로그램에 따라서 디지틀 적응 필터의 기능을 수행한다. 특히, 본 예에서는 8개의 DSP(320∼390)가 하나의 
외부 EPROM(310)을 액세스함에 있어 필요한 버스 및 신호 라인을 공통으로 사용하는데, 버스 중재 기능을 
별도의 버스 중재 회로 없이 1칩 컨트롤러(210)가 각 기능별로 할당한 래치들(231∼237)을 통해 8개의 
DSP(320∼390) 각각을 제어함으로써 데이터의 충돌 없이 해당 DSP들로 DSP프로그램을 다운로딩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다.

다음에는 제3도를 참조하면서 본 발명에 따른 다운로딩 절차에 대해 설명한다. 먼저, 제3a도를 참조하여, 
본 예의 반향 제거 시스템이 파워 온 또는 리셋 상태로 되면, 1칩 컨트롤러(210)는 내부 ROM에 내장된 제
어 프로그램에 의해서 동작하는데, 1칩 컨트롤러(210)가 미리 설정된 환경으로 초기화 된다(500). 1칩 컨
트롤러(210)는 자신의 초기화가 끝나면 리셋 래치(233)를 제어하여 8개 DSP(320∼390) 각각의 리셋 단자
를 '로우(low)' 상태로 만들어 모든 DSP들(320∼390)을 리셋 상태로 유지시킨다(510). 이어, 1칩 컨트롤
러(210)는 EPROM(310)으로 부터 DSP들로의 DSP프로그램의 다운로딩을 개시한다(520). 이때, 다운로딩은 8
개의 DSP들 중 DSP Φ(320)으로 부터 나머지 DSP들로 순차로 수행된다.

DSP 0(320) 부터 다운로딩이 시작되면, DSP 0(320)의 리셋 및 OFF신호만이 디스에이블되고, 나머지 DSP들
(DSP 1(330) 내지 DSP 7(390) 각각의 리셋 및 OFF신호는 인에이블되어 그들은 리셋상태를 유지하게 됨과 
동시에 그들 각각의 외부 버스 및 신호 라인은 고 임피던스 상태로 된다.

이와 같이, 나머지 DSP들(330∼390)의 외부 버스 및 신호 라인이 고 임피던스 상태로 되면, 제3b도를 참
조하여, DSP 0(320)은 자신을 자체적으로 초기화(600)시킨후, 내장된 부트 로더(boot loader)를 이용하여 
EPROM(310)으로 부터 DSP 프로그램을 자신의 내부 RAM으로 다운로딩 받는다(610). 이때, 앞에서 설명된 
바와 같이 나머지 7개의 DSP(330∼390)의  외부 버스 및  신호 라인은 고  임피던스 상태로 되므로 DSP 
0(320)이 다운로딩 받는데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게 된다.

한편, 제3a도를 참조하여, 1칩 컨트롤러(210)는 DSP 0(320)의 다운로딩 동안 대기한다(530). 이어, 컨트
롤러(210)는 다운로딩이 완료된 후 DSP 0(320)에게 그 DSP의 번호(DSP번호는 반향 제거 시스템에 할당된 
32개의 채널 중에서 각 DSP가 처리해야 할 4개의 채널을 DSP가 선택하는데 필요한 정보로서 사용됨.)를 
알려 주기 위해 데이터 래치 1(231)에 DSP 0(320)의 번호를 써주고 이를 DSP 0(320)로 하여금 읽으라는 
신호로서 인터럽트 래치 1(236)를 이용해 DSP 0(320)에게 인터럽트를 보낸다(540). 이때, 제3b도를 참조
하여, DSP 0(320)은 자신의 다운로딩(610)이 완료된 후, 1칩 컨트롤러(210)로 부터 인터럽트를 받을 때까
지 아이들(idle)상태로 대기한다(620).

DSP 0(320)은 컨트롤러(210)로 부터의 인터럽트를 받으면 데이터 래치 1(231)을 읽어서 자신의 번호를 인
식한 후,  자신의 다운로딩이 성공적으로 완료되고 또한 자신의 번호도 확인했다는 것을 1칩 컨트롤러
(210)에게 알리기 위해 1칩 컨트롤러(210)로 부터 제공받은 자신(320)의 번호와 동일한 값의 데이터를 데
이터 래치2(232)에 쓰고 1칩 컨트롤러(210)로 인터럽트를 발생한다(630).

제3a도를 참조하여, 1칩 컨트롤러(210)는 DSP 0(320)으로 부터 인터럽트가 들어오기를 소정의 시간(t)동
안 기다린다(550). 단계 550에서, DSP 0(320)으로 부터의 인터럽트를 인식하게 되면 1칩 컨트롤러(210)는 
데이터  래치  2(232)에  쓰여진  데이터를  읽어서(560)  이  값이  1칩  컨트롤러(210)  자신이  데이터  래치 
1(231)에 써 주었던 DSP 0(320)의 번호 값과 일치하는 지를 비교한다(570).

이때, 두 값이 일치하는 것으로 판면되면(단계 570에서 '예'이면) DSP 0(320)에 대한 다운로딩이 성공한 
것이므로 다운로딩을 할 DSP가 남아 있는 지의 여부를 알기 위해 바로 직전에 다운로딩이 완료된 DSP의 
번호가 8보다 작은 지의 여부를 조사한다(580). 이때 그 DSP의 번호가 8보다 작은 것으로 판명되면(단계 
580에서 '예'이면)  다운로딩할 DSP가  아직 남아 있는 것이므로 DSP  1(330)의  다운로딩으로 들어 간다
(590, 520∼560).

단계 570에서, 두 값이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판명되면('아니오'이면) 3번에 걸쳐서 다운로딩을 재시도한
다. 3번에 거쳐서 시행한 다운로딩이 실패하면 상위 프로세서인 TSP에게 DSP 0(320)의 다운로딩 실패를 
알린다(571).

다음 DSP 1(330)의 다운로딩 절차도 DSP 0(320)와 같으나 다만 이 경우에 있어서는, DSP 0(320)의 리셋 
신호는 앞의 경우와 동일하게 디스에이블 상태를 유지하나 OFF신호는 인에이블 상태로 되어 그것의 외부 
버스 및 신호 라인들을 고 임피던스 상태로 만들어 DSP 1(330)의 다운로딩시 데이터의 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물론, 이때는 DSP 1(330)의 리셋 및 OFF신호는 디스에이블 상태로 되어 외부 버스 및 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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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인들을 이용해 EPROM(310)을 액세스할 수 있고 DSP 2(340) 내지 DSP 7(390) 각각의 리셋 및 OFF신호가 
인에이블되어 그들의 외부 버스 및 신호 라인들이 고 임피던스 상태로 됨으로써 DSP 1(330)이 EPROM(31
0)을 액세스하는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제4도는 다수의 DSP 중 하나가 EPROM으로 부터 DSP프로그램을 다운로딩 받을 때 각 DSP들의 리셋 및 OFF
신호의 상태를 나타낸 표이다.

어느 하나의 DSP로의 다운로딩이 진행 중일 때 각 DSP들의 리셋 및 OFF신호들은 제4도의 표와 같은 상태
를 유지하면서 DSP 0(320) 부터 DSP 7(390)까지 8개의 DSP가 1칩 컨트롤러(210)의 제어 하에 버스 중재 
회로 없이 하나의 EPROM(310)으로 부터 순차적으로 DSP프로그램을 다운로딩 받는다.

8개의 DSP(320∼390) 모두의 다운로딩이 끝나면 1칩 컨트롤러(210)는 모든 DSP(320∼390)에게 이제 다운
로딩 루틴을 벗어나 통상적인 동작(normal operation)을 시작하라는 신호로서 인터럽트 래치 1(236)을 통
해 모든 DSP(320∼390)에게 두번째 인터럽트신호를 보내고(581), 각 DSP들(320∼390)은 이 인터럽트를 받
으면 자신을 홀드 모드(hold mode)로 셋팅하고(650) 비로소 본래의 주 업무(main job)를 수행한다.

이와 동시에 1칩 컨트롤러(210)는 모든 DSP(320∼390)의 리셋 및 OFF신호들을 디스에이블하는 반면 그들
(320∼390) 모두의 홀드(HOLD) 신호들을 인에이블하여 8개의 DSP(320∼390) 모두의 외부 버스 및 신호 라
인들을 고 임피던스 상태로 만들어 준다(582). 이때, 각 DSP들(320∼390)은 홀드 모드로 되어 있기 때문
에 홀드(HOLD) 신호의 인에이블/디스에이블에 상관없이 각자의 내부 RAM에 다운로딩된 DSP프로그램을 계
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여기서는 하나의 EPROM(310)으로 부터 8개의 DSP(320∼390)가 자신들의 내부 메모리로 DSP프로그램을 다
운로딩 받는 경우를 예를 들어 설명하였으나 앞에서 상세히 설명된 다운로딩 방법을 이용하여 다운로딩 
받는 DSP들의 수를 늘여도 상관없다.

1칩 컨트롤러(210)와 DSP들(320∼390) 간의 통신은 크게 1칩 컨트롤러(210)에서 특정 DSP n쪽으로 정보를 
전송하는 경우와 DSP n에서 1칩 컨트롤러(210) 쪽으로 정보를 전송하는 경우의 두가지로 나누어 진다.

우선, 1칩 컨트롤러(210)에서 DSP n쪽으로의 정보 전송 방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칩  컨트롤러(210)가  DSP  n에게  보낼  정보를  데이터  래치  1(231)에  쓰고  해당  DSP  n이  데이터  래치 
1(231)을 액세스하여 거기에 쓰여진 데이터를 읽을 수 있도록 DSP n의 홀드(HOLD) 신호를 디스에이블 시
키고 인터럽트를 해당 DSP n에게 보내면 DSP n은 데이터 래치 1(231)을 읽어서 정보를 수신하고 이 정보
를 제대로 수신했음을 알리기 위해 데이터 래치 2(232)에 데이터 래치 1(231)에서 얻은 정보와 똑같은 값
을 써주고 1칩 컨트롤러(210)에게 인터럽트를 건다.

한편, 1칩 컨트롤러(210)에서는 이 인터럽트를 받으면 데이터 래치 2(232)를 액세스하여 자신이 보낸 정
보와 같은 지를 비교해서 같으면 통신이 제대로 이루어 졌다고 보고 DSP n의 홀드(HOLD)신호를 다시 인에
이블하여 DSP n의 외부 버스 및 신호 라인을 다시 고 임피던스 상태로 만든 다음 통신 루틴을 빠져 나오
고, 만약에 DSP로 부터 인터럽트가 오지 않거나 비교한 값이 같지 않으면 재차 시도해 보고 여기서도 오
류가 발생하면 DSP n의 홀드(HOLD)신호를 다시 인에이블하여 그의 외부 버스 및 신호 라인을 고 임피던스 
상태로 만든 다음 TSP에게 DSP n의 이상을 알린 후, 통신 루틴을 벗어 난다.

이와는 반대로, 해당 DSP n에서 1칩 컨트롤러(210)에게 정보를 보내는 경우를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전송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DSP n은 1칩 컨트롤러(210)에게 인터럽트를 걸어 자신이 보낼 정보가 있음을 
알리고 아이들(idle)상태로 들어간다. 그러면 1칩 컨트롤러(210)는 어느 DSP가 인터럽트를 보냈는 지를 
알기 위해 인터럽트 인코더(240)를 액세스해서 그것을 알아낸 다음, 인터럽트를 발생한 해당 DSP n의 홀
드(HOLD)신호를 디스에이블 시키고 DSP n에게 정보를 보내도 된다는 뜻의 정보를 데이터 래치 1(231)에 
쓴 후 인터럽트 래치 2(237)를 통해 해당 DSP n에 인터럽트를 보내면 DSP n은 1칩 컨트롤러(210)의 인터
럽트에 의해 아이들 상태에서 빠져 나와 데이터 래치 1(231)을 액세스하여 거기에 쓰여진 정보를 읽어 자
신의 정보전송을 허가하는 내용을 확인하고 데이터 래치 2(232)에 보내고자 하는 정보를 쓴 후 1칩 컨트
롤러(210)에게 자신이 정보를 보냈음을 알리는 인터럽트를 보낸다. 그러면 1칩 컨트롤러(210)는 데이터 
래치 2(232)를 액세스하여 DSP n으로 부터의 정보를 수신하고 DSP n의 홀드 신호를 다시 인에이블시켜 외
부 버스 및 신호 라인을 고 임피던스 상태로 만든 후 통신루틴을 벗어 난다.

이상에서 설명된 바와 같은 통신방법에 의하면, 다수의 DSP들이 하나의 EPROM(310)으로 부터 프로그램을 
자신들의 내부 RAM에 다운로딩 받을 때나 다운로딩이 끝난 후 다수의 DSP들이 통상적인 동작을 수행하던 
도중에 1집 컨트롤러(210)와 다수의 DSP들 중의 특정 하나의 DSP n간의 통신이 이루어지는 경우, 데이터
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버스 중재 회로 없이도 DSP프로그램의 다운로딩 및 그들 간의 통신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와 같은 방법에 의해서 DSP프로그램을 내장하기 위한 ROM과 RAM을 DSP들 각각에 할당할 필요없이 하나
의 EPROM(310)만으로 충분하고 DSP프로그램이 외부 메모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DSP의 내부 RAM에 내장되
기 때문에 DSP의 실행 속도면에서도 빠르고 TSP와 1칩 컨트롤러(210) 간의 통신량과 1칩 컨트롤러(210)와 
다수의 DSP들 간의 통신량은 비교적 적고, 대부분의 반향 제거용 데이터 즉, PCM음성데이터의 송수신은 
다수의 DSP들 각각의 직렬포트를 통해서 이루어 지고, 또한 각 DSP들을 위한 추가의 ROM 혹은 RAM이 필요
없을 뿐만 아니라 버스 중재를 위한 별도의 버스 중계 회로가 필요없음으로써, 본 발명을 적용하여 반향 
제거회로를 구현하면, 그 회로의 구현이 용이하면서도 소형의 제품을 생산할 수 있고 생산비를 절감할 수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이동통신교환망(PLMN)의 타임 스위치 제어 프로세서(TSP)와 정보를 주고 받기 위한 버스정합수단(110)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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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TSP와 반향 제거회로 간에 주고 받는 정보를 잠시 저장하는 버퍼 수단(120)과, 반향 제거를 위한 디
지틀 신호 처리 프로그램을 저장하기 위한 데이터 저장수단(310)과, 이 데이터 저장수단으로 부터 상기 
프로그램을 다운로딩 받아 PCM음성신호의 반향 제거기능을 수행하는 다수의 디지틀 신호 처리 수단(320∼
390)과, 반향 제거와 관련된 제반의 제어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제어수단(210)과, 이 제어수단의 어드레스
를 입력으로서 받아 들이고 그것에 응답하여 필요한 디바이스를 선택하는 디바이스 선택수단(220)과, 상
기 제어수단(210)이 상기 다수의 디지틀 신호 처리(DSP)수단을 제어하는데 필요한 제어 데이터를 래치하
는 래치수단(230)과, 다수의 DSP수단 중에서 어느 DSP수단이 상기 인터럽트를 발생했는 지를 상기 제어수
단이 인식할 수 있도록 소정의 데이타를 상기 제어수단으로 제공하는 인터럽트 관리 수단(240)과, 타임 
스위치 장치와 PCM음성정보를 송수신하는 서브하이웨이 정합 수단(400)을 포함하는 반향 제거회로의 동작
을 제어하는 방법에 있어서; 초기화가 끝난 후 래치수단을 제어하여 상기 다수의 DSP들 각각의 리셋 단자
를 '로우'상태로 만들어 모든 DSP들을 리셋 상태로 유지시키는 단계(510)와, 저장수단으로 부터 DSP들중 
어느 하나의 DSP에 대한 DSP프로그램의 다운로딩을 위해 해당 DSP를 리셋 상태에서 풀어 주고 상기 래치
수단에 의해 해당 DSP를 제외한 나머지 DSP들이 외부 버스 및 신호 라인들을 고 임피던스 상태로 만든 후 
해당 DSP에 대한 다운로딩을 개시하는 단계(520)와, 해당 DSP에 대한 다운로딩이 수행되는 동안 대기하는 
단계(530)와, 해당 DSP에 대한 다운로딩이 완료되면 다운로딩 완료된 해당 DSP에게 그의 번호를 알려 주
기 위해 상기 래치수단에 DSP번호를 써주고 해당 DSP에게 인터럽트를 보내는 단계(540)와, 해당 DSP로 부
터 인터럽트가 들어 오기를 소정의 시간(t) 동안 기다리는 단계(550)와, 상기의 단계 550에서, 해당 DSP
로 부터의 인터럽트를 인식하게 되면 상기 래치수단에 쓰여진 데이터를 읽어서(560), 그 값이 상기 DSP번
호 값과 일치하는 지를 비교하는 단계(570)와, 상기의 단계 570에서, 상기 두 값이 일치하는 것으로 판명
되면 해당 DSP에 대한 다운로딩이 성공한 것으로 판단하고, 아직 다운로딩되어야 할 DSP들이 남아 있는 
지를 조사하는 단계(580)와, 상기의 단계 580에서, 다운로딩할 DSP가 아직 남아 있는 것으로 판명되면 다
음 순서의 다른 하나의 DSP에 대한 다운로딩을 수행하기 위해 상기의 단계들(520∼560)을 수행하는 단계
와, 상기의 단계 570에서, 상기 두 값이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판명되면 소정의 횟수에 걸쳐 상기의 단계
들(520∼560)을 수행하여 해당 DSP에 대한 다운로딩을 재시도하는 단계와, 해당 DSP에 대한 상기 소정 횟
수의 다운로딩 재시도에도 불구하고 해당 DSP에 대한 다운로딩이 실패하면 상기 TSP에게 해당 DSP의 다운
로딩 실패를 알리는 단계(571)와, 상기 다수의 DSP들 모두의 다운로딩이 끝나면 상기 모든 DSP에게 이제 
다운로딩 루틴을 벗어나 통상적인 동작을 시작하라는 신호로서 상기 래치수단을 통해 상기 모든 DSP에게 
두번째 인터럽트 신호를 보내는 단계(581)와, 상기 모든 DSP의 리셋 및 OFF신호들을 디스에이블하는 반면 
그들 모두의 홀드(HOLD) 신호들을 인에이블하여 상기 다수의 DSP들 모두의 외부 버스 및 신호 라인들을 
고 임피던스 상태로 만들어 주는 단계(582)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향 제거회로의 제어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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