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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발명은 통신 채널을 통해 서로 결합된 스테이션들을 갖는 통신 시스템에 관한 것으로서, 상기 스테이션들 중 적어

도 하나는 에코 제거(EC; echo cancelling) 수단을 구비한다. 상기 EC 수단은 상기 스테이션 내에서 선형 에코 효과

를 시뮬레이트하도록 구성된 적응(adaptive) EC 수단과, 상기 적응 EC 수단에 결합되어 있으며 감산기 출력을 갖는 

감산기와, 상기 감산기 출력에 결합되어 있으며 상기 통신 스테이션 내에서 부가적인 에코 효과를 시뮬레이팅하는 비

선형 EC 수단을 포함한다. 비선형 EC 수단은 출력된 더 높은 고조파에 따라서 비선형 에코를 제거하기 위한 감산기 

출력에 결합된 고조파 억제 후처리 수단으로서 구성된다. 따라서 완전한 이중 음향 에코 제거를 위한 저비용의 알고

리즘이 제공되는데, 여기서, 주파수 의존 비선형 감쇄가 비선형으로 왜곡된 에코 소자를 처리한다. 이 시스템은 이동 

전화기, 비디오폰, 회의용 폰 등에 의한 강인한 핸즈 프리에 적합하다.

대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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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세서

기술분야

본 발명은 통신 채널을 통해 서로 결합된 스테이션들을 갖는 통신 시스템에 관한 것으로서, 상기 스테이션들 중 적어

도 하나는 에코 제거(EC; echo cancelling) 수단을 구비하며, 상기 에코 제거 수단은 상기 스테이션 내에서 선형 에코

효과를 시뮬레이트하도록 구성된 적응(adaptive) EC 수단과, 상기 적응 EC 수단에 결합되어 있으며 감산기 출력을 

갖는 감산기와, 상기 감산기 출력에 결합되어 있으며 상기 통신 스테이션 내에서 부가적인 에코 효과를 시뮬레이트하

는 비선형 EC 수단을 포함한다.

본 발명은 또한 통신 시스템 내에서의 응용을 위한 에코 제거 수단 및 그러한 통신 시스템 내에서의 에코 제거 방법에

관한 것으로서, 여기서 상기 통신 시스템 내에 포함된 선형 소자들로 인한 에코가 제거된다.

배경기술

이러한 에코 제거는 WO 97/45995에 공지되어 있다. 기존의 에코 제거는 통신 시스템 내에서의 선형 왜곡으로 인한 

에코 효과와 같은 간섭 성분을 억제한다. 통신 시스템은 니어 엔드(near end) 및 파 엔드(far end) 스피커를 위한 스

테이션을 갖는데, 이 스테이션은 통신 채널을 통해 서로 결합된다. 스테이션은 오디오 에코 경로를 통해 서로 결합된 

확성기 마이크로폰 조합 및 에코 제거 수단을 포함한다. 에코 제거(이하에서는 EC로 표현함) 수단은 오디오 에코 경

로의 선형 부분을 평가하기 위해 확성기에 결합된 에코 제거기를 포함한다. 감산기의 입력은 마이크로폰 및 EC 수단

에 각각 결합된다. EC 시스템은 또한 감산기 출력에 결합된 비선형 프로세서(필터)의 형태로 EC 수단을 포함한다. 비

선형 프로세서는 선형 에코 제거기에 의해 완전히 처리되지 않는 부가적인 선형 에코를 감소시키도록 구성된다.

그러나, 상기 공지된 통신 시스템의 단점은 통신 시스템 내의 비선형 소자들로부터 발생하는 에코 효과를 처리할 수 

없다는 것이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따라서, 본 발명의 목적은 개선된 에코 제거 특성을 가지며, 따라서 다양한 유형의 선형 및 비선형 에코 효과를 처리할

수 있는 통신 시스템을 제공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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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본 발명에 따른 통신 시스템은, 비선형 EC 수단이, 출력된 더 높은 고조파에 따라서, 비선형 에코를 제거하기 위

해 감산기 출력에 결합된 고조파 억제 후처리 수단으로서 구성된다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은 고조파가 통신 시스템 내의 비선형 소자로 인해 잘 알려져 있다는 사실을 이용한다. 이들 이른바 비선형성

은, 예를 들면 시스템 내의 기계적인 부분으로부터 발생할 수도 있거나 또는 에코 경로 내의 비선형 왜곡, 예컨대 확성

기 또는 확성기 증폭기와 같은 증폭기 또는 시스템 내의 필터에 의해 발생할 수도 있으며, 너무 큰 라인 신호 증폭 또

는 입력으로 인해, 또는 관련 통신 회로에 인가된 소자들, 반도체 등의 비선형 동작으로 인해 포화될 수도 있다. 고조

파 억제 후처리 수단에 의해 이들 고조파(여기서, 이들 교란 고조파는 비선형성으로 인해 발생함)를 어느 정도까지 억

제하는 것이 조작 및 미세 조정된 비선형 에코 제거를 위한 강력한 툴로서 제공된다. 니어 엔드 스피커 신호 주파수는,

비선형 파 엔드 에코 신호의 고조파 수파수에서 발생하는 경우에도, 변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된다. 마지막으로 선형 

에코 효과, 나머지 선형 에코 효과 및 비선형 에코 효과는 본 발명에 따른 통신 시스템에 의해 적절하게 억제된다.

본 발명에 따른 통신 시스템의 실시예는, 고조파 억제 수단이, 상기 시스템 내의 라인 통신 신호 레벨이 실질적인 고

조파 왜곡을 발생하면 효과적으로 동작하도록 제어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에 따른 통신 시스템의 이 실시예의 이점은, 비선형 왜곡이 예상되거나 실제로 발생하도록 통신 시스템 내의 

라인 신호 레벨이 되어 있으면, 고조파 억제 수단이 동작하게 된다는 것이다.

본 발명에 따른 통신 시스템의 다른 실시예는, 고조파 억제 수단이 상기 고조파의 억제를 위한 스펙트럼 이득 함수를 

계산하는 스펙트럼 이득 계산 수단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에 따른 통신 시스템의 이점은, 시스템 내의 대표적인 통신 신호의 스펙트럼 주파수 성분의 진폭 또는 스펙트

럼 이득 함수의 계산과 관련된 계산이, 예를 들어 고속 퓨리에 변환(FFT; Fast Fourier Transform) 알고리즘에 의해

비교적 간단하게 수행될 수 있다는 것이다.

본 발명에 따른 통신 시스템의 또 다른 실시예는 고조파 억제 수단이 메모리를 갖는 비선형을 고려하여 구성된다는 

것이다.

이 실시예는 반향 또는 메모리 효과를 나타내는 비선형성을 바람직하게 처리한다.

이하에서는, 본 발명에 따른 통신 시스템을, 도면을 참조하여 그 이점과 함께 보다 명료하게 설명할 것이다. 도면에서

유사한 구성요소는 동일한 참조번호로 표시된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에 따른 통신 시스템의 일실시예를 개략적으로 도시한 도면.

도 2는 종래 기술에 따른 통신 시스템 내에 선형 에코 제거를 위한 후처리 수단을 갖는 음향(acoustic) 에코 제거기를

도시한 도면.

도 3은 도 1의 통신 시스템 내의 선형 에코 및 비선형 에코를 제거하기 위한 후처리 수단을 갖는 음향 에코 제거기를 

도시한 도면.

도 4 및 5는 비선형 에코 제거를 위해 도 3의 후처리 수단의 동작을 설명하기 위한 진폭 스펙트럼(magnitude spectr

a)을 도시한 도면.

실시예

도 1은 통신 시스템(2)의 한 스테이션(1)을 도시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통신 시스템(2)은 양방향 통신 채널(3)을 통해

서로 결합된 둘 이상의 그러한 스테이션(1)을 포함한다. 통신 시스템(2)은 예를 들어 오디오 및/또는 비디오 회의 시

스템 또는 이동 전화 시스템일 수도 있다. 시스템(2)은 확성기(4) 및 마이크로폰(5)에 의해 형성된 도 1의 실시예 내의

적어도 하나의 오디오 경로(P)를 포함한다. 라인 신호라고 하는 신호는, 파 엔드(far end) 스피커를 갖는 파 엔드 스테

이션으로부터 하이브리드 또는 포크(fork) 회로 및 여러 개의 라인 증폭기 및 필터(도시되어 있지 않음)를 경유하여 

채널(3)을 통해, 니어 엔드 스피커를 갖는 니어 엔드 스테이션(1)으로 전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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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스테이션(1)은, 확성기(4)에 의해 출력된 라인 신호의 일부가 에코 경로(P)를 통해 마이크로폰(5)으로 피드백

된다(이것은 파 엔드 청취자에게 들리고 그 역은 니어 엔드 청취자에게 들린다)는 사실로부터 발생하는 에코를 제거

하기 위한 에코 제거(이하에서는 EC) 수단(6)을 구비한다. EC 수단(6)은 에코 경로(P)에 병렬 연결된 적응 EC 수단(

7)을 포함한다. EC 수단(6)은 상기 스테이션(1) 내의 에코 경로(P)의 선형 에코 효과를 시뮬레이트한다. 몇몇 적절한 

적응 필터링 알고리즘은 S.Haykin, Prentice-Hall(NJ, USA)의 Adaptive Filter Theory 라는 제목의 교제, ISBN 0-

13-004052-5025에 개시되어 있으며, 본원 명세서에 참조로서 포함된다. 일부 적절한 적응 필터링 알고리즘의 예로

는 (정상화된(normalised)) 최소 평균 제곱(least-mean-square) 알고리즘, 주파수 도메인 적응 필터 알고리즘(freq

uency domain adaptive filter algorithm) 및 어파인 프로젝션 알고리즘(affine projection algorithm)이 있다. 상기 

필터링 알고리즘 외에, 니어 엔드 스피커가 활성화될 때, EC 수단(6) 내에 적용된 필터 계수 적응 프로세스를 중지시

키거나 또는 적어도 느리게 하기 위해 적절한 메커니즘이 필요하다. 이상적으로는 적응 필터는 확성기(4)와 마이크로

폰(5) 간의 이송 기능(transfer function)의 선형 부분을 모사하며, 마이크로폰(5)에 의해 수신된 파 에코를 평가한다.

EC 수단(6)은 두 개의 입력(9, 10) 및 출력(11)을 갖는 감산기(8)를 더 포함한다. 감산기 입력(9)은 적응 EC 수단(7)

에 결합되고, 그 입력(10)은 마이크로폰(5)에 결합된다. 입력(10) 상의 마이크로폰 신호로부터, 적응 EC 수단(7)에 의

해 평가된 에코의 감산 후에는 단지 니어 엔드 스피커 신호만이 감산기 출력(11)에 남는다.

실제로는, 이러한 적응 EC 수단(7)은 통신 시스템(1) 내의 에코를 부분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시스

템(1) 내의 EC 수단(6)은 또한 감산기 출력(11)에 결합된 동적 EC 수단(12)을 포함한다. 이들 동적 EC 수단(12)은 

스피커의 실내 이동과 같은 선형 왜곡의 동적 에코 효과를 부가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이것은 특히 통신 시스템(1)이

하나 이상의 핸즈 프리 및 이동 스테이션(1)을 갖는 핸즈 프리 시스템인 경우에 발생한다. 그러면, 실내의 음향 특성이

연속적으로 변하여 적응 EC 수단(6) 내에서 추적을 어렵게 한다. 또한, 이들 EC 수단(6)은 너무 적은 계수(coefficien

t)를 가져서 경로 또는 경로들(P)의 진정한 이송 기능(transfer function)을 정확하게 모델링할 수 없어, 양호하지 못

한 선형 에코 제어 결과를 가져온다. 동적 EC 수단(12)은, 실내에서의 이동 및 언더-모델링(under-modelling)을 동

시에 처리하며, 항상 충분한 부가적인 선형 에코 억제를 제공하는 스펙트럼 후처리기를 형성한다. 동적 EC 수단(12)

의 동작 및 구성의 상세는 공개된 국제 특허 출원 WO 97/45995에 개시되어 있으며, 그 내용은 본 명세서에 참조로서

포함된다.

다음은 도 2를 참조하여, EC 스펙트럼 프로세서 수단(12)의 동작을 설명한다. 본 예의 주파수 스펙트럼은 이중 토크(

talk) 상황으로 구성되는데, 여기서 원치 않는 에코 성분은 실선으로 표시되며, 바람직한 니어 엔드 성분은 점선으로 

표시된다. 파 엔드 스피커는 진폭 주파수 스펙트럼(|X|)을 갖는 라인 신호(x)를 생성한다. 마이크로폰은 진폭 주파수 

스펙트럼(|E|)을 갖는 음향 에코(e)와 진폭 주파수 스펙트럼(|S|)을 갖는 바람직한 니어 엔드 신호(s)를 수신한다. 

적응 EC 수단(7)은 확성기 신호(x)를 필터링하여 진폭 주파수 스펙트럼(|Y|)을 갖는 평가된 에코 신호(y)를 생성한

다. 스피커가 있는 방 내에서의 이동 및 언더-모델링(under-modelling)으로 인해, 나머지 신호는 에코로부터 완전히

자유롭지 못한데, 이는 예시적인 나머지 진폭 스펙트럼(|R|)으로부터 알 수 있다. 신호(y, r)는 동적 EC 수단에 대한 

입력으로 작용하며, 또한 동적 에코 억제기(Dynamic Echo Suppresser) 또는 DES(12)로도 지칭되며, 나머지 에코들

을 더 억제한다. 이것을 위해 DES(12)는 신호로부터 스펙트럼 이득 함수 A를 계산한다. 점선으로 표시된 바와 같이, 

이 함수 A는 신호(x)로부터 계산될 수도 있다. DES(12)의 출력(q)은 변형된 진폭 스펙트럼(|A||R|) 및 변형되지 않

은 R의 위상으로부터 재구성된다. 신호(q)는, 진폭 주파수 스펙트럼으로부터 알 수 있듯이, 선 형 에코가 없고, 바람직

한 니어 엔드 신호(s)를 포함한다.

다음은 이득 함수 A의 계산을 보다 상세히 설명한다. DES(12)는 B의 입력 프레임에서 샘플들을 수집하고, 입력 데이

터를 윈도우에 위치시키고, 그 결과를 |Y(f;l B )|, |Z(f;l B )| 및 |R(f;l B )|(여기서, f는 주파수 인덱스이고, l B 는 

B 샘플링 순간들 마다 1씩 증가하는 데이터 프레임 인덱스임)로 표시된 스펙트럼 진폭 성분으로 변환시킨다. 다음에 

DES(12)는 에 따라서 주파수 의존(네거티브가 아닌) 감쇄 A(f;l B )를 |R(f;l

B )|에 적용한다. 여기서 γ e 는 에코 감산 인자라고 지칭되는 상수이며, 통상적으로 1보다 약간 더 크다. 또한, 임의

의 주파수에서 A(f;l B )>1인 경우, A(f;l B )는 1로 설정된다. 따라서, 니어 엔드 신호에 비해 강한 파 엔드 에코(y는 

에코의 평가치임에 주목하라)를 갖는 대역 내에서, 나머지 신호가 감쇄되고, 니어 엔드 신호가 파 엔드 에코보다 더 

강한 대역 내에서, 나머지 신호는 거의 동일하다. 마지막으로, 감쇄된 나머지 신호는 시간 도메인으로 다시 변환되고, 

이를 위해 동적 EC 수단(12)의 입력에서의 원래의 위상이 사용된다. 적응 EC 수단(7) 및 동적 EC 수단(12)에 의한 

조합 처리는 아주 강인한 완전한 이중 알고리즘을 제공하는데, 이 알고리즘은 실내에서의 반향(이것은 적응 EC 수단(

7)에 의해 처리될 수 없다)과 같은 음향 특성을 변경하는 실내에서의 이동을 처리할 수 있으며, 언더-모델링(under-

modelling)을 처리할 수 있다.

상기 선형 에코 제거 처리에는 다양한 수정이 이루어질 수 있다. 예를 들 면, 마이크로폰 신호 내의 잡음의 평가가 이

용가능할 때, DES(12)는 잡음 진폭 스펙트럼 |N(f;l B )|에 따라서 잡음 억제를 달성할 수 있다. 따라서 감쇄 A(f;l B

)는 다음의 식으로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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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γ n 은 잡음 감산 인자이다.

또한, |Y(f;l B )|를, (짧은) 적응 EC 수단(7)에 의해 커버되지 않은 음향의 평가된 반향 꼬리(an estimated reverber

ation tail)만큼 증가시키는 것이 가능하다.

다른 예로서, 보다 점진적인 프레임 변화를 얻기 위해, 연속적인 프레임의 감쇄 A(f;l B )가 시간에 대해 저역 필터링

된다.

도 3은 동적 EC 수단(12)을 갖는 음향 에코 제거 수단(6)과 통신 시스템(1) 내의 애플리케이션을 위한 비선형 프로세

서 에코 제거 수단(13)을 도시하고 있다. 비선형 EC 수단(13)은 EC 수단(12)을 통해 감산기 수단(11)에 결합된다. 비

선형 EC 수단(13)은 출력된 더 높은 고조파에 따라서 비선형 에코를 제거하기 위한 동적 EC 수단(12)에 접속된 고조

파 억제 후처리 수단으로서 구성된다.

다음은 비선형 EC 수단(13)의 동작을 설명한다. 비선형 EC 수단(13)은 특별한 스펙트럼 감산기를 사용하여, 특히 출

력 신호(q)의 비선형 에코 성분을 제거한다. 전술한 도시된 예의 스펙트럼은 또한, 도 3에서 블랙으로 나타낸 비선형 

에코 성분의 고조파를 포함한다. DES(12)의 출력(q)은 에코 성분, 즉 비선형 고조파를 포함한다. 적응 EC 수단(7)의 

출력 신호(y)로부터, 스펙트럼 이득 함수 B(f;l B )가 이들 고조파의 억제를 위해 계산된다. 이 목적을 위해, 신호(x), 

따라서 점선 부분을 이용할 수도 있다. 후처리 수단을 억제하는 비선형 스펙트럼의 출력(p)은 수정된 진폭 스펙트럼 |

B(f;l B )||Q(f;l B )| 및 R(f;l B )의 위상과 동일한 수정되지 않은 Q(f;l B )의 위상으로부터 재구성된다. 스펙트럼 

이득 함수 B(f;l B )는 전체 이득 함수 이 다음과 같도록 채택된다.

또한,  >1 인 경우에, 어떠한 주파수에서 이 1로 설정된다. 실제로는 조합된 이득 이 구현되며, 이득 A

(f;l B ) 및 B(f;l B )는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 다. 스펙트럼 |￥(f;l B )|은 |Y(f;l B )|의 스펙트럼 형상 버전이며, 다

음에 의해 결정된다.

여기서

이고, G(y;l B )(0≤G(y;l B )≤1)는 실수이며, 이것은 평가된 에코 레벨에 비례한다.

G(y;l B )=G 0 (P y, direct (l B )+P y, diffuse (l B )).

여기서, G 0 는 고정된 상수이며, 0≤G(y;l B )≤1이고, P y, direct (l B )는 평가된 직접 에코의 전력 기여로서, 다음

과 같이 주어진다.

여기서 D(0≤D≤1)는 적응 EC 수단(7)의 출력의 직접/확산 사운드 비에 따라서 선택되는 고정된 파라미터이다. 총 

확산 사운드의 전력 기여(P y, direct (l B ))는 적응 EC 필터 수단(7)의 출력(y)의 확산 부분의 전력 기여에 대한 1 차 

반복으로서 계산될 수 있다.

여기서 확산 부분은 로 주어지고,

메모리 파라미터 α rev 는 으로 주어진다.

α rev 에 대한 양호한 값은

α rev =10 -q , q=6B/(F s T 60 ) 이며,

여기서 F s 는 샘플링 주파수이고, T 60 은 실내 음향의 반향 시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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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단(13)에 의한 전술한 비선형 후처리의 조합된 효과는 다음과 같다. 저 에코 레벨에서, 비선형성이 대수롭지 않은 

것으로 예상될 때, G(y;l B )는 작은 수이고 이며, 따라서 비선형성 억제 수단(13)은 효과적으로 디스에이

블된다. 에코 레벨이 증가하면 상대적인 에코 왜곡이 증가할 것이다. 이 작용은 G(y;l B )의 증가 값에 의해 시뮬레이

트된다. G(y;l B )가 증가하면, 비선형 고조파가 예상될 수 있는 주파수에서  <A(f;l B )을 얻고, 따라서 비선형 

에코는 억제된다.

예를 통해, 도 4 및 도 5는 비선형 고조파 억제 수단(13)의 동작을 설명하기 위한 진폭 스펙트럼을 도시한다. 두 도면

에서, 좌측 좌표는 출력 신호(y)의 단시간 진폭 스펙트럼 |(f;l B )|을 나타낸다. 도 4에서, |Y(f;l B )|의 절대 레벨은 

도 5보다 훨씬 더 작은데, '(low)' 및 '(high)'의 표시로 개략적으로 도시되어 있다. 두 도면의 우측 좌표는 두 경우에 

대해 형상 진폭 스펙트럼 |￥(f;l B )|을 나타낸다. 도 4에서, 에코 레벨은 작고, 따라서 비선형성은 예상되지 않으며, 

G(f;l B )는 작고, 식 (1)에 의해 를 얻을 수 있다. 도 5에서, 에코 레벨은 비선형성이 예상될 정도로 크

고, G(f;l B )는 훨씬 더 크며, 식 (1)에 의해 비선형성이 예상될 수 있는 주파수에서 |￥(f;l B )|>|Y(f;l B )|가 유효

하며, 따라서  <A(f;l B )이고 비선형성이 억제된다. 동시에, 이중 토크(double talk) 동안, 니어 엔드 신호 진폭이

|￥(f;l B )|보다 더 큰 많은 주파수가 있을 것이며( 의 경우), 따라서 니어 엔드 스피커는 파 엔드 스피커를 방해

할 수 있고, 완전한 2중 통신이 가능한 채로 된다.

식 (1)의 추가적인 확장은, 비선형성이 메모리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한다. 그러면, 식 (1)에서 행해진 바와 같이

|￥(f;l B )|의 계산을 위해 현재의 |Y(f;l B )|를 고려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다양한 기존의 방법에 포함될 

수동 있는 메모리가 예를 들어 다음에 의해 포함될 수도 있다.

여기서 β는 비선형성의 예상 메모리로 조정될 수 있는 고정 파라미터(0≤β≤1)이다.

이상, 바람직한 실시예 및 최선의 형식을 참조하여 본 발명을 설명하였지만, 이들 실시예는, 첨부한 청구범위 내의 다

양한 변형들, 특징들 및 특징들의 조합이 당업자에게는 자명한 것이므로, 결코 관련 장치를 한정하는 예로서 해석되

어서는 안된다. 또한, 상기 알고리즘은, 다수의 마이크로폰 또는 다수의 확성기를 갖는, 멀티 채널의 완전한 이중 시스

템으로 바로 확장될 수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통신 채널(3)을 통해 서로 결합된 스테이션들(1)을 갖는 통신 시스템(2)으로서,

상기 스테이션들(1) 중 적어도 하나의 스테이션은 에코 제거(EC) 수단(6)을 구비하며, 상기 에코 제거 수단(6)은 상기

스테이션(1) 내의 선형 에코 효과를 시뮬레이트하도록 구성된 적응 EC 수단(7)과, 상기 적응 EC 수단(7)에 결합되어 

있으며 감산기 출력(11)을 갖는 감산기(8)와, 상기 감산기 출력(11)에 결합되어 상기 통신 스테이션(2) 내의 부가적인

에코 효과를 시뮬레이트하기 위한 비선형 EC 수단(12, 13)을 포함하고,

상기 비선형 EC 수단(13)은, 출력된 보다 높은 고조파에 따라서 비선형 에코 제거를 달성하기 위해, 상기 감산기 출

력(11)에 결합된 고조파 억제 후처리기 수단(harmonic suppressing post processor means)으로서 구성되는

통신 시스템.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고조파 억제 수단(13)은, 상기 시스템(2) 내의 라인 통신 신호 레벨이 실질적인 고조파 왜곡을 발생시키면 동작

하도록 제어되는 통신 시스템.

청구항 3.
제 1 항 또는 제 2 항에 있어서,

상기 고조파 억제 수단(13)은 상기 고조파의 억제를 위한 스펙트럼 이득 함수를 계산하는 스펙트럼 이득 계산 수단을

포함하는 통신 시스템.



공개특허 10-2004-0030817

- 7 -

청구항 4.
제 1 항 내지 제 3 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고조파 억제 수단(13)은 메모리를 갖는 비선형성을 고려하여 구성되는 통신 시스템.

청구항 5.
제 1 항 내지 제 4 항 중 어느 한 항에 따른 통신 시스템(2)에 적용하기 위한 에코 제거 수단(6).

청구항 6.
통신 시스템(2) 내의 선형 소자들로 인한 에코를 제거하는 에코 제거 방법으로서,

상기 선형 소자들로 인한 에코를 제거하는데 사용된 데이터가, 비선형 소자들로 인한 에코를 제거하기 위한 고조파 

데이터를 유도하는데 사용되는

에코 제거 방법.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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