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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동오

전체 청구항 수 : 총 9 항

(54) 개별 갱신 제어 전략을 갖는 직렬 배치의 적응 필터들을구비한 에코 제거기

(57) 요약

에코 추정치들을 계산하는 두 개 이상의 적응 필터들을 포함하는 에코 제거기가 기술되고, 상기 적응 필터들 각각은 개별

적인 갱신 제어 기준을 적용하기 위한 적응 제어 메커니즘을 갖는다. 상기 적응 필터들은 직렬로 배치된다. 상기 적응 필터

들의 적응 제어 메커니즘들 각각은 직접적인 에코와 확산 에코 양측에 대해 개별적인 갱신 제어 기준을 적용한다. 여러 가

지의 스텝-크기 감소 전략들이 나타난다.

대표도

도 1

특허청구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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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

에코 추정치들을 계산하기 위한 두 개 이상의 적응 필터들(5, 10)을 포함하는 에코 제거기(1)에 있어서,

상기 적응 필터들(5, 10) 각각은 개별적인 갱신 제어 기준을 적용하는 적응 제어 메커니즘들(9, 11)을 갖고, 적어도 두 개

의 상기 적응 필터들(5, 10)은 직렬로 배열되는, 에코 제거기(1).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제 1 적응 필터(9)는 에코 부분을 제거하도록 구성되고, 제 2 적응 필터(11)는 적어도 나머지 에코 부분

을 제거하도록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에코 제거기(1).

청구항 3.

제 1 항 또는 제 2 항에 있어서, 상기 에코 제거기(1)는 제 2 또는 다른 적응 필터(10)에 연결된 지연 소자(12)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에코 제거기(1).

청구항 4.

제 1 항 내지 제 3 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제 1 적응 필터(9)는 직접 에코(direct echo)를 제거하도록 구성되고,

상기 제 2 적응 필터(11)는 확산 에코(diffuse echo)를 제거하도록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에코 제거기(1).

청구항 5.

제 1 항 내지 제 4 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에코 제거기(1)에 공급된 인접 종단 음성(near end speech)의 스펙트

럼 파워가 각각의 임계 레벨을 초과하는 경우, 상기 에코 제거기(1)는 각각의 스텝-크기를 줄이기 위한 상기 적응 제어 메

커니즘들(9, 11) 중 적어도 하나에 연결된 임계 수단(13, 14)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에코 제거기(1).

청구항 6.

제 5 항에 있어서, 상기 직접 및/또는 확산 에코 부분을 위해 상기 적응 제어 메커니즘(9, 11)에 적용되는 상기 임계 레벨은

상기 에코 제거기(1)에 공급된 먼 종단 신호(far end signal)의 스펙트럼 파워에 의존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에코 제거

기(1).

청구항 7.

제 6 항에 있어서, 상기 에코 제거기(1)에 공급된 상기 먼 종단 신호의 스펙트럼 파워에 대한 의존성은 조절가능 연결 인자

를 통한 선형 의존성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에코 제거기(1).

청구항 8.

제 6 항 또는 제 7 항에 있어서, 상기 직접 에코 제거를 위한 상기 임계 레벨은 에코 감소 함수를 곱한 상기 먼 종단 신호의

스펙트럼 파워에 관련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에코 제거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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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9.

제 1 항 내지 제 8 항 중 어느 한 항에 따른 에코 제거기(1)를 포함하는, 특히 이동 전화기인, 전화기.

명세서

기술분야

본 발명은 에코 추정치를 계산하는 두 개 이상의 적응 필터들을 포함하는 에코 제거기(echo canceller)에 관한 것으로, 적

응 필터들 각각은 개별적인 갱신 제어 기준을 적용하기 위한 적응 제어 메커니즘들을 갖는다.

본 발명은 또한 전화기, 특히 이러한 에코 제거기를 갖는 이동 전화기에 관한 것이다.

배경기술

이러한 에코 제거기는 A.Mader 공저의 제목 "음향 에코 제거용 스텝크기 제어-개관(Step-Size Control For Acoustic

Echo Cancellation Filters-An Overview)"의 신호 처리 80(2000), 페이지 1697-1719에 알려져 있다. 알려진 에코 제거

기는 적응-기준-에코 제거기 필터와 적응-그림자-에코 제거기 필터의 병렬 배열을 기술한다. 양측 필터들은 유사하게 적

응되지만, 다른 스텝 크기로 병렬 그림자 필터는 핸즈-프리 전화기들에 이용되는 것과 같은, 확성기 인클로저 마이크로폰

시스템에 적응된다. 그림자 필터의 적응 제어 메커니즘은, 원격 또는 확성기 신호가 미리 결정된 임계치 아래로 떨어진다

면 적응이 중지되도록 구성된다. 더욱이 기준 필터와 비교하여 계수들의 수가 절반 또는 그보다 적게 그림자 필터에 사용

된다. 적응 제어는, 인클로저 이동의 경우에 그림자 필터가 기준 필터보다 확성기 인클로저 마이크로폰 에코 경로에 더 잘

조절되도록 된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본 발명의 목적은 특히, 핸즈-프리 동작 동안 이동 전화기들에서 일어나는 근접 종단 스피치(near end speech)에 강한 개

발된 에코 제거기를 제공하는 것이다.

게다가, 본 발명에 따른 에코 제거기에 적어도 두 개의 적응 필터들이 직렬로 배열된다.

본 발명에 따른 에코 제거기는 제 2 또는 가능하게 다른 적응 필터에 의해 에코들을 더 제거하기 위해 제 1 적응 필터의 에

코 제거된 출력 신호를 이용한다. 이러한 방식의 마이크로폰 신호로부터의 에코들의 제거는 근접 종단 스피치뿐만 아니라

이중 토크(double talk)까지 본 발명에 따른 에코 제거기의 개선을 초래한다. 가능하게 핸즈-프리 장치들을 갖는 전화기에

서와 같이 원하는 근접 종단 스피치와 비교하여 강한 에코들의 상황에서 본 발명에 따른 에코 제거기의 적용이 바람직하

다. 적응 필터들 각각은 그 자체의 개별화된 갱신 시간 제어 전략을 적용하고, 이는 예를 들어, 에코 신호 강도 같은 예상된

종류의 에코에 좌우된다.

본 발명에 따른 에코 제거기의 실시예는, 제 1 적응 필터가 에코 부분을 제거하도록 구성되고, 제 2 적응 필터가 적어도 나

머지 에코 부분을 제거하도록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에코 필드를 두 개 또는 가능하게 더 많은 다른 부분들로 분할하는 것은 에코 제거를 적절히 하기 위해 다른 에코 부분들을

제거하기 위해 적응 필터들 각각의 갱신 제어 기준을 조정하도록 한다.

본 발명에 따른 에코 제거기의 실질적인 구현에서, 에코 제거기는 제 2 또는 적응 필터에 접속된 지연 소자를 포함하는 데

에 특징이 있다.

본 발명에 따른 에코 제거기의 바람직한 실시예는 제 1 적응 필터가 직접 에코(direct echo)를 제거하도록 구성되고, 제 2

적응 필터가 확산 에코(diffuse echo)를 제거하도록 구성되는 데에 특징이 있다.

일반적으로 직접 에코 부분은 확성기로부터 마이크로폰까지의 직접 에코 신호를 포함하고, 가능하게 주위에 및 마이크로

폰까지 확성기 신호의 하나 이상의 제 1 반사를 포함한다. 에코 임펄스 응답의 반향하는 꼬리를 급하게 감쇄시키는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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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코 부분은, 실내에서 핸드헬드 오디오 장비의 움직임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이제 바람직하게 직접 에코 부분조차도 확

산 에코 부분과 다르게 취급되고, 그런 에코 부분 및/또는 그들의 기원이 이동 전화기 장비의 경우와 같이 전체 에코 분야

에서 구별될 수 있는 상황에서 특히 이것은 중요하다.

본 발명에 따른 에코 제거기의 또 다른 실시예는, 에코 제거기에 공급된 근접 종단 스피치의 스펙트럼 파워가 각각의 임계

레벨을 초과한다면 에코 제거기가 각각의 스텝-크기를 줄이도록 적어도 하나의 적응 제어 메커니즘에 연결된 임계 수단을

포함하는 데에 그 특징이 있다.

본 실시예에서, 제어 메커니즘에 의한 스텝-크기의 개별화된 서행 또는 감소는 여러 개의 구별되는 에코 부분들 중에 적어

도 하나의 효과적인 로버스트 감소에 대해 취득될 수 있다.

본 발명에 따른 에코 제거기의 다른 실시예는, 직접 및/또는 확산 에코 부분에 대해 적응 제어 메커니즘에 적용되는 임계

레벨이 에코 제거기에 공급된 먼 종단 신호의 스펙트럼의 파워에 좌우된다는 데에 특징이 있다.

이러한 방식의 먼 종단 신호는 마이크로폰에 의해 감지된 직접 에코에 대한 측정치를 포함한다. 예를 들어, 의존성은 조정

가능한 연결 인자에 의해 선형일 수 있다.

본 발명에 따른 에코 제거기의 다른 실시예는, 직접 에코 제거에 대한 임계 레벨이 에코 감소 함수가 곱해진 먼 종단 신호

의 스펙트럼 파워에 관련되는 데에 특징이 있다.

예를 들어, 에코 감소 함수는 1의 값에서 시작하고, 점차로 작아지면 이것은 원래 경우보다 더 낮은 스펙트럼 파워 값의 원

하는 근접 종단 스피치의 스텝 크기의 서행 상태에 일치하는 것을 초래한다. 일반적으로 에코 감소 함수가 그에 따라 측정

되어 조절되는데, 특히 적응 필터의 수렴 동안 또는 에코 경로 또는 마이크로폰 및/또는 확성기의 위치의 변경 또는 이동시

이다.

본 발명에 따른 에코 제거기는 그 부가적인 이점들과 함께 첨부 도면을 참조하여 명료해질 것이고, 유사한 컴포넌트들은

동일한 참조 번호들로 나타날 것이다.

실시예

도 1은 예를 들어 오디오 장치들, 특히 알려진 핸즈-프리 유형의 전화기들과 같은 통신 장치들에 적용가능한 에코 제거기

(1)의 실시예의 윤곽을 도시한다. 상세하게 통신 라인(2)의 하나의-인접-종단이 도 1에 도시되고, 다른 종단은 먼 종단

(far end)으로 불린다. 먼 종단 디지털 시간 영역 신호 x(k)는 적절한 디지털-아날로그 장치와 증폭기(도시되지 않음)를 통

해 확성기(3)로 공급되고, 여기서 k는 k = 1,2,..인 샘플 인덱스를 나타낸다. 다음에 신호는 사람이 듣고 특히 확성기(3)와

마이크로폰(4)이 서로 인접한 경우에, 또는 스피커폰이 활성화된다면 부분 y(k)가 이런 경우에 마이크로폰(4)에 의해 감지

된다. 사실 신호 y(k)는 x(k)와 h(k)의 컨벌루션이고, 후자는 장치가 위치하는 집 및/또는 방의 임펄스 응답이다. 그러나 소

음과 떨어져서 마이크로폰(4)은 또한 인접 종단 스피커로부터의 음성 s(k)을 감지한다. 마이크로폰 신호 z(k)는 마이크로

폰(4)에 의해 감지된 모든 신호들의 조합을 포함한다. 에코 제거기(1)는 신호 x(k)가 입력되는 제 1 적응 필터(5)와, 가산

기(6)가 필터(5)에 연결되는 필터 출력 신호 를 나르는 음의 입력(7-1), 마이크로폰(4)에 접속된 신호 z(k)를 나르는

양의 입력(7-2), 및 가산기 출력 신호 를 나르는 출력(8)을 갖는 가산기(6)를 포함한다. 제 1 적응 필터(5)는 알려진 방

식으로 기능한다. 적응 필터(5)는 각각이 로 표시되는 N 필터 계수 벡터들을 갖고, 이는 각각의 샘플 인덱스 k 동안에

갱신되고, 수렴 후에 이러한 N 필터 계수들은 리얼 임펄스 응답 h(k)의 유한 버전을 나타낸다. 이러한 전기 음향 에코 모델

에 따라 상기 이산 컨벌루션은 다음과 같이 기술된다.

가산기 출력 신호 는 이제 에코 제거된 신호를 포함한다. 소위 나머지 신호 의 스펙트럼 파워

를 최소화함으로써 여러 전략이 에코를 최소화하는 데에 적용될 수 있다. 구현될 알려진 전략 예들은 유사 투사

알고리즘(Affine Projection Algorithms; APA), 주파수 영역 적응 필터링(Frequency Domain Adaptive Filtering;

FDAF), 및 서브-밴드 적응 필터링(Sub-band Adaptive Filtering; SAF)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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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정상화된 최소 평균 스퀘어(Normalised Least Mean Square; NLMS)는 다음의 식이 된다.

여기서 α(k)는 적응 상수이고, 역시 적응 필터(5)의 스텝-크기로 불리어 0과 2 사이의 범위에 놓인다. 소위 위너 상태

(Wiener state)에서 필터 계수들은 최적이다. α(k) 값이 높을수록 위너 상태로 적응 과정이 수렴되는 것은 더 빠르지만, 이

런 상태에 도달한다면 계수들은 더욱 변동되어 소위 오조정(misadjustment)을 초래한다. 게다가 원하는 스피치 s(k)의 출

현은 적응 과정에 대해 방해물로 작용한다. 에코 제거기(1)는 적응 제어 메커니즘(9)을 포함하고, 여기서 적응 전략, 특히

스텝-크기와 갱신 주파수는, 한편 수렴 속도의 최적화에 대한 요건과 다른 한편의 원하는 속도의 존재에서 견고성의 최적

화에 대한 요건들의 충돌을 극복하기 위해 제어된다. 일반적으로 여러 유형의 적응 제어 기술들, 특히 스텝-크기 제어 전

략들이 존재한다.

도 2는 대표적인 이동 전화기에서 예상되는 일종의 에코에 대한 디지털 음향 임펄스 응답의 그래프를 도시한다. 이는 임펄

스 응답의 직접 부분과 확산 부분 사이에 분명한 변환이 있는 것을 구별할 수 있다. 확성기(3)와 마이크로폰(4)이 함께 더

근접하여 위치한다면 이런 변환은 더욱 분명하다. 그러므로 이런 변환은 적어도 알려져 있다. 이런 지식은, 필터(2)가 제 1

특히 직접적인 에코 임펄스 부분을 갖고, 제 2 적응 필터(10)를 필터(5)와 직렬로 연결함으로써, 에코 제거기에 적용되며,

제 2 필터는 나머지 에코 부분을 제거한다. 제 2 필터(10)는 그 자체의 적응 전략 특히, 스텝-크기와 갱신 주파수를 적용하

는 적응 제어 메커니즘(11)을 갖는다. 상기 전략은 나머지 에코 부분 특히, 직접 에코 부분보다 더 작은 에너지를 포함하는

확산 에코 부분을 제거하는데 최적이고, 이는 도 3에 도시된다. 각각의 필터들(2, 10)에 적용된 개별 적응 제어 전략은 같

거나 서로 다를 수 있다.

하나의 스텝-크기 제어 방법은 확성기(3)와 마이크로폰(4) 사이의 접속에 관한 선험적 정보를 이용한다. 신호들 y(k)와 s

(k)가 조정이 안 된 것으로 가정하여, 역 스텝-크기가 다음으로 정의될 수 있다.

실제로 하나가 PSS(k) 대신에 스펙트럼 파워 (일반적으로 가산기 출력 신호)와 Pyy(k) 대신에 C'PXX(k)를 취하고, C'

는 어떠한 조절가능한 연결 함수이다. 이는 수렴 속도에 작은 강등을 초래한다. 이러한 방법은 직접 또는 확산 에코 부분을

제거하도록 필터들(2 및/또는 10) 중 하나에서 구현될 수 있다.

다른 스텝-크기 제어 방법은 확성기(3)와 마이크로폰(4) 사이의 연결에 대한 선험적 정보를 이용할 뿐만 아니라 적응 필터

들(5, 10)에 의한 에코 감소에 대한 정보를 이용한다. 유사하게 역 스텝-크기는 다음으로 정의될 수 있다.

여기서, 이다. 다시 상기 방법은 각각 직접 또는 확산 에코 부분을 제거하도록 필터들(5 및/또는 10)

중 하나로 구현될 수 있다.

상기 식(4)을 적응 에코 필터(2)에 구현하고 상기 식(3)을 적응 확산 에코 필터(10)에 구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제 2 필

터(10)에서 직접 에코 필드의 모델링을 건너뛰기 위해 에코 제거기(1)는 적절한 지연 소자 12를 포함한다.

에코 제거기(1)에 공급된 인접 종단 스피치 신호 s(k)의 스펙트럼 파워가 각각의 임계 레벨을 초과한다면, 에코 제거기(1)

는 연관된 스텝-크기를 줄이도록 적응 제어 메커니즘(9, 11) 양측 또는 하나에 연결된다. PSS(k)가 C'PXX(k) 또는 C"PXX

(k)의 임계 레벨을 초과할 때, 여기서 다시 C'와 역시 C"는 조절가능한 연결 함수들로, 예를 들어 직접 또는 확산 에코 제거

용 적용 스텝-크기가 서행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 임계 레벨들은 에코 제거기(1)에 공급된 먼 종단 신호 x(k)의 스펙트

럼 파워에 좌우된다. 커다란 직접 에코들이 인접 종단 음성 s(k)에 현저할 때, 직접 필터(5)에서 적응 제어 메커니즘(9)에

의한 직접적인 필드의 적용은 결코 서행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직접적인 에코 제거에 대한 임계 레벨은 에코 감소 함수 R

로 곱한 먼 종단 신호 x(k)의 스펙트럼 파워에 관련된다. 다음에 그것은 PSS(k)가 C'RPXX(k)의 임계레벨을 초과할 때 직접

적인 에코 제거에 대한 스텝-크기가 감소하고, 여기서 궁극적으로 직접적인 에코 적용이 원래 경우보다 더 일찍 서행하는

식으로 에코 감소 함수가 감쇄되어 1에서 시작하여 다음에 천천히 감쇄되도록 조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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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로 두개 이상의 적응 필터들이 직렬로 연결되고, 그들 자체의 적응 전략들을 갖도록 적응 필터들 각각은 개별 적응 제어

메커니즘들을 갖는다. 이런 방식의 각각의 필터가 쓰여서 에코 임펄스 응답의 지정된 부분을 적절히 제거하도록 최적화될

수 있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에 따른 에코 제거기의 실시예를 도시하는 도면.

도 2는 전형적인 이동 전화기에서 디지털 음향 임펄스 응답 h(i)의 그래프.

도 3은 도 2의 디지털 임펄스 응답의 에너지 감쇄 곡선(EDC)의 그래프.

도면

도면1

도면2

도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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