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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청구항 수 : 총 42 항

(54) 소란한 환경에서 언어 신호의 분리를 위한 헤드셋

(57) 요약

소란한 음향 환경에서 음향적으로 구분된 언어 신호를 생성하도록 헤드셋(12)이 구성된다. 헤드셋은 이격된 한 쌍의 마이

크로폰(32-33)을 사용자의 입 근처에 배치한다. 마이크로폰은 각각 사용자의 언어를 수신하고 또한 음향 환경 소음을 수

신한다. 소음 및 정보 성분을 둘 다 가진 마이크로폰 신호는 분리 프로세스(355) 내로 수신된다. 분리 프로세스는 상당히

감소된 소음 성분을 가진 언어 신호(356)를 생성한다. 다음으로 언어 신호는 전송(368)을 위해 프로세스된다. 일 예에서

는, 전송 프로세스가 블루투스 라디오(27)를 사용하여 로컬 제어 모듈(14)로 언어 신호(370)를 보내는 것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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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도

도 1

특허청구의 범위

청구항 1.

하우징(housing);

이어 스피커(ear speaker);

상기 하우징에 연결된 제1 마이크로폰;

상기 하우징에 연결된 제2 마이크로폰; 및

상기 제1 마이크로폰으로부터 제1 언어 플러스 소음 신호(speech plus noise signal)를 수신하는 단계;

상기 제2 마이크로폰으로부터 제2 언어 플러스 소음 신호를 수신하는 단계;

상기 제1 및 제2 언어 플러스 소음 신호를 신호 분리 프로세스에 입력으로 제공하는 단계;

언어 신호를 생성하는 단계; 및

상기 언어 신호를 전송하는 단계를 수행하며 상기 제1 및 상기 제2 마이크로폰에 결합되는 프로세서를 포함하는 헤드셋

(headset).

청구항 2.

제1 항에 있어서,

라디오를 더 포함하되, 상기 언어 신호는 상기 라디오로 전송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헤드셋.

청구항 3.

제2 항에 있어서,

상기 라디오는 블루투스(Bluetooth) 표준을 따라 작동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무선 헤드셋.

청구항 4.

제1 항에 있어서,

원격 제어 모듈(remote control module)을 더 포함하되, 상기 언어 신호는 상기 원격 제어 모듈로 전송되는 것을 특징으

로 하는 헤드셋.

청구항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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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 항에 있어서,

사이드 톤 회로(side tone circuit)을 더 포함하되, 상기 언어 신호는 부분적으로 상기 사이드 톤 회로로 전송되어 상기 이

어 스피커에 재생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헤드셋.

청구항 6.

제1 항에 있어서,

제2 하우징

상기 제2 하우징 내의 제2 이어 스피커를 포함하되, 상기 제1 마이크로폰은 상기 제1 하우징 내에 있고, 상기 제2 마이크

로폰은 상기 제2 하우징 내에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무선 헤드셋.

청구항 7.

제1 항에 있어서,

상기 이어 스피커, 제1 마이크로폰, 및 상기 제2 마이크로폰은 상기 하우징 내에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무선 헤드셋.

청구항 8.

제7 항에 있어서,

상기 마이크로폰들 상의 적어도 하나를 다른 마이크로폰과는 상이한 풍향(wind direction)을 향하도록 배치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무선 헤드셋.

청구항 9.

제1 항에 있어서,

상기 제1 마이크로폰은 사용자의 입으로부터 적어도 3 인치 떨어져 배치되도록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무선 헤드

셋.

청구항 10.

제1 항에 있어서,

상기 제1 마이크로폰 및 상기 제2 마이크로폰은 MEMS 마이크로폰으로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무선 헤드셋.

청구항 11.

제1 항에 있어서,

상기 제1 마이크로폰 및 상기 제2 마이크로폰은 한 세트의 MEMS 마이크로폰으로부터 선택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무선

헤드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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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2.

제1 항에 있어서,

상기 제1 마이크로폰 및 상기 제2 마이크로폰은 상기 제1 마이크로폰의 가져오기 포트(import port)가 상기 제2 마이크로

폰의 입력 포트와 직교하도록 배치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무선 헤드셋.

청구항 13.

제1 항에 있어서,

상기 마이크로폰들 중 하나는 상기 하우징으로부터 이격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무선 헤드셋.

청구항 14.

제1 항에 있어서,

상기 신호 분리 프로세스는 블라인드 소스 분리(blind source separation) 프로세스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무선 헤드셋.

청구항 15.

제1 항에 있어서,

상기 신호 분리 프로세스는 독립 성분 분석(independent component analysis) 프로세스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무선 헤드

셋.

청구항 16.

하우징;

라디오;

이어 스피커;

상기 하우징에 연결된 제1 마이크로폰;

상기 하우징에 연결된 제2 마이크로폰; 및

상기 제1 마이크로폰으로부터 제1 신호를 수신하는 단계;

상기 제2 마이크로폰으로부터 제2 신호를 수신하는 단계;

음성 활동을 감지하는 단계;

상기 음성 활동의 감지에 대응하여 제어 신호를 생성하는 단계;

신호 분리 프로세스를 사용하여 언어 신호를 생성하는 단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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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언어 신호를 상기 라디오로 전송하는 단계를 수행하는 프로세서를 포함하는 무선 헤드셋.

청구항 17.

제16 항에 있어서,

오직 하나만의 하우징을 가지되, 상기 라디오, 이어 스피커, 제1 마이크로폰, 제2 마이크로폰, 및 프로세서는 상기 하우징

내에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무선 핸드셋(handset).

청구항 18.

제16 항에 있어서,

상기 제1 마이크로폰은 상기 하우징 내에 있고, 상기 제2 마이크로폰은 제2 하우징 내에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무선 핸

드셋.

청구항 19.

제16 항에 있어서,

상기 제1 및 제2 하우징은 서로 연결되어 스테레오 헤드셋을 형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무선 핸드셋.

청구항 20.

제16 항에 있어서,

상기 제1 마이크로폰은 상기 하우징으로부터 이격되어 있고, 상기 제2 마이크로폰은 제2 하우징으로부터 이격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무선 핸드셋.

청구항 21.

제16 항에 있어서,

상기 제1 마이크로폰은 상기 하우징으로부터 이격되어 있고 와이어로 상기 하우징에 연결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무선 핸드셋.

청구항 22.

제16 항에 있어서,

상기 프로세스는 상기 제어 신호에 대응하여 상기 신호 분리 프로세스를 비가동(deactivating)하는 단계를 더 수행하는 것

을 특징으로 하는 무선 핸드셋.

청구항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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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 항에 있어서,

상기 프로세스는 상기 제어 신호에 대응하여 상기 언어 신호의 볼륨(volume)을 조절하는 단계를 더 수행하는 것을 특징으

로 하는 무선 핸드셋.

청구항 24.

제16 항에 있어서,

상기 프로세스는 상기 제어 신호에 대응하여 소음 감소 프로세스를 조절하는 단계를 더 수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무선

핸드셋.

청구항 25.

제16 항에 있어서,

상기 프로세스는 상기 제어 신호에 대응하여 학습(learning) 프로세스를 가동(activating)하는 단계를 더 수행하는 것을 특

징으로 하는 무선 핸드셋.

청구항 26.

제16 항에 있어서,

상기 프로세스는 상기 제어 신호에 대응하여 소음 레벨을 추정하는 단계를 더 수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무선 핸드셋.

청구항 27.

제16 항에 있어서,

소음-우세(noise-dominant) 신호를 생성하는 상기 프로세서 단계를 더 포함하되, 상기 감지하는 단계는 상기 언어 신호

및 상기 소음-우세 신호를 수신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무선 핸드셋.

청구항 28.

제16 항에 있어서,

상기 감지하는 단계는 상기 제1 신호 및 상기 제2 신호를 수신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무선 핸드셋.

청구항 29.

제16 항에 있어서,

상기 라디오는 블루투스(Bluetooth) 표준을 따라 작동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무선 헤드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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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30.

제16 항에 있어서,

상기 신호 분리 프로세스는 블라인드 소스 분리(blind source separation) 프로세스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무선 헤드셋.

청구항 31.

제16 항에 있어서,

상기 신호 분리 프로세스는 독립 성분 분석(independent component analysis) 프로세스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무선 헤드

셋.

청구항 32.

착용자의 귀 안으로 소리를 투사하도록 이어 스피커가 배치되도록 구성된 하우징;

각 마이크로폰이 각기 변환 신호(transducer signal)를 생성하는, 상기 하우징 상의 적어도 두 개의 마이크로폰; 및

상기 변환 신호를 수신하도록 배열되고 언어 신호를 생성하도록 분리 프로세스를 수행하는 프로세서를 포함하는 블루투스

(Bluetooth) 헤드셋.

청구항 33.

이어 스피커;

제1 변환 신호를 생성하는 제1 마이크로폰;

제2 변환 신호를 생성하는 제2 마이크로폰;

프로세서;

라디오를 포함하되,

상기 프로세서는,

상기 제1 및 제2 변환 신호를 수신하는 단계;

상기 제1 및 제2 변환 신호를 신호 분리 프로세스에 입력으로 제공하는 단계;

언어 신호를 생성하는 단계; 및

상기 언어 신호를 전송하는 단계를 수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무선 헤드셋 시스템.

청구항 34.

제33 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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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을 더 포함하되, 상기 하우징은 상기 이어 스피커 및 양 마이크로폰을 수용(hold)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무선 헤드

셋 시스템.

청구항 35.

제33 항에 있어서,

하우징을 더 포함하되, 상기 하우징은 상기 이어 스피커 및 상기 마이크로폰 중 하나만을 수용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무

선 헤드셋 시스템.

청구항 36.

제33 항에 있어서,

하우징을 더 포함하되, 상기 하우징은 상기 이어 스피커를 수용하고 상기 마이크로폰 중 어느 것도 수용하지 않는 것을 특

징으로 하는 무선 헤드셋 시스템.

청구항 37.

제33 항에 있어서,

상기 프로세서, 상기 제1 마이크로폰 및 상기 제2 마이크로폰은 동일한 하우징 내에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무선 헤드셋

시스템.

청구항 38.

제33 항에 있어서,

상기 라디오, 상기 프로세서, 상기 제1 마이크로폰 및 상기 제2 마이크로폰은 동일한 하우징 내에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무선 헤드셋 시스템.

청구항 39.

제33 항에 있어서,

상기 이어 스피커 및 상기 제1 마이크로폰은 동일한 하우징 내에 있고, 상기 제2 마이크로폰은 다른 하우징 내에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무선 헤드셋 시스템.

청구항 40.

제33 항에 있어서,

상기 이어 스피커 및 제2 이어 스피커를 배치하기 위한 부재를 더 포함하되, 상기 부재는 일반적으로 스테레오 헤드셋

(stereo headset)을 형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무선 헤드셋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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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41.

제33 항에 있어서,

상기 이어 스피커를 배치하기 위한 부재, 및 상기 제1 마이크로폰을 수용하기 위한 별도의 하우징을 더 포함하는 무선 헤

드셋 시스템.

청구항 42.

하우징;

이어 스피커;

상기 하우징에 연결되며 언어가 생성될 것으로 기대되는 공간적으로 규정된 볼륨(volume)을 가지는 제1 마이크로폰;

상기 하우징에 연결되며 소음이 생성될 것으로 기대되는 공간적으로 규정된 볼륨을 가지는 제2 마이크로폰; 및

상기 제1 마이크로폰으로부터 제1 신호를 수신하는 단계;

상기 제2 마이크로폰으로부터 제2 신호를 수신하는 단계;

상기 제1 및 제2 언어 플러스 소음 신호를 범용 사이드로브 상쇄기(Generalized Sidelobe Canceller)에 입력으로 제공하

는 단계;

언어 신호를 생성하는 단계; 및

상기 언어 신호를 전송하는 단계를 수행하며 상기 제1 및 상기 제2 마이크로폰에 결합되는 프로세서를 포함하는 헤드셋.

명세서

기술분야

본 발명은 소란한 환경으로부터 언어 신호(speech signal)를 분리하기 위한 전자 통신 장치에 관한 것이다. 보다 상세하게

는, 본 발명의 일 예는 언어 신호를 생성하기 위한 무선 헤드셋(headset) 또는 이어피스(earpiece)를 제공한다.

배경기술

음향 환경은 흔히 소란한데, 이는 원하는 정보 신호에 대해 신뢰성 있게 감지 및 반응하는 것을 어렵게 한다. 예를 들어, 한

사람이 음성 통신 채널을 사용하여 다른 사람과 통신하고자 할 수 있다. 채널은, 예를 들어 모바일 무선 핸드셋(handset),

무전기, 양방향(two-way) 라디오, 또는 기타 통신 장치를 사용하여 제공될 수 있다. 사용성을 개선하기 위해, 이 사람은

통신 장치에 연결된 헤드셋 또는 이어피스를 사용할 수 있다. 헤드셋 또는 이어피스는 흔히 하나 이상의 이어 스피커(ear

speakers)와 마이크로폰을 가진다. 통상적으로, 마이크로폰은 붐(boom) 상에서 사람의 입을 향해 연장되어, 사람이 이야

기하는 소리를 마이크로폰이 픽업(pick up)할 가능성을 증가시킨다. 사람이 이야기할 때, 마이크로폰은 사람의 음성 신호

를 수신하고, 이를 전자 신호로 전환(convert)한다. 마이크로폰은 또한 다양한 소음원으로부터 음신호(sound signals)를

수신하며, 따라서 전자 신호에 소음 성분을 포함시킨다. 헤드셋은 마이크로폰을 사람의 입에서 수 인치 떨어져 있도록 배

치할 수 있고, 환경은 다수의 제어불가능한 소음원을 가질 수 있으므로, 결과 전자 신호는 상당한 소음 성분을 가질 수 있

다. 이러한 상당한 소음 성분은 통신 경험을 불만족스럽게 하며, 통신 장치가 비효율적으로 작동하게 하여 배터리 고갈

(battery drain)을 증가시킬 수 있다.

하나의 특정 예에서는, 소란한 환경에서 언어 신호가 생성되고, 언어 신호를 환경 소음으로부터 분리하는 데 언어 프로세

싱 방법들이 사용된다. 이러한 언어 신호 프로세싱은 일상 통신의 여러 분야에서 중요한데, 실사회 조건에서 소음은 거의

언제나 존재하기 때문이다. 소음(noise)은 해당 언어 신호를 간섭하거나 퇴화시키는 모든 신호의 복합으로 정의된다. 실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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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에는 복수의 소음원이 가득한데, 여기에는 단일 지점 소음원(single point noise sources)들이 포함되며, 이는 흔히 복

수의 소리로 경계를 넘어 잔향을 초래한다. 배경 소음으로부터 분리 및 고립되지 않는 한, 원하는 언어 신호를 신뢰성 있

게,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어렵다. 배경 소음은 일반 환경에서 생성되는 수많은 소음 신호, 다른 사람들의 배경 대화에

의해 생성되는 신호, 그리고 각 신호로부터 생성된 반사(reflections) 및 잔향(reverberation)을 포함할 수 있다. 사용자가

흔히 소란한 환경에서 말하는 통신에서는, 사용자의 언어 신호를 배경 소음으로부터 분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핸드폰

(cell phones), 스피커폰, 헤드셋, 무선 전화, 원격회의(teleconferences), CB 라디오, 무전기, 컴퓨터 전화 응용, 컴퓨터

및 자동차 음성 명령 응용 및 기타 핸즈프리(hands-free) 응용, 인터콤(intercoms), 마이크로폰 시스템 등과 같은 언어 통

신 매체는 원하는 언어 신호를 배경 소음으로부터 분리하는 데에 언어 신호 프로세싱을 이용할 수 있다.

원하는 음신호를 배경 소음 신호로부터 분리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이 만들어졌으며, 여기에는 단순 필터링 프로세스

가 포함된다. 종래기술의 소음 필터는 사전 결정된 특징을 가진 신호를 백색소음 신호로 파악하며, 이러한 신호들을 입력

신호에서 차감(subtract)한다. 이러한 방법은 단순하고 음신호의 실시간 프로세싱을 위해 충분히 빠르지만, 상이한 음환경

에 용이하게 적응시켜지지 않으며, 환원시키고자 하는 언어 신호의 상당한 퇴화를 초래할 수 있다. 소음 특징에 대한 사전

결정된 가정은 상한포괄적(over-inclusive) 또는 하한포괄적(under-inclusive)일 수 있다. 그 결과, 어느 사람의 언어

(speech)의 일부는 이러한 방법에 의해서는 "소음"으로 간주되고 따라서 출력 언어 신호로부터 제거될 수 있으며, 음악 또

는 대화와 같은 배경 소음의 일부는 이러한 방법에 의해 비소음(non-noise)으로 간주되고 따라서 출력 언어 신호에 포함

될 수 있다.

신호 프로세싱 응용에서는, 마이크로폰과 같은 변환 센서(transducer sensor)를 사용하여 하나 이상의 입력 신호가 통상

적으로 수득된다. 센서에 의해 제공되는 신호들은 다수의 소스(sources)의 혼재형태(mixtures)이다. 일반적으로, 신호 소

스들 및 그 혼재(mixture) 특징은 알려져 있지 않다. 소스 독립성의 일반 통계 가정 외에 신호 소스에 대한 지식이 없는 경

우, 이러한 신호 프로세싱 과제는 당업계에서 "블라인드 소스 분리(blind source separation, BBS) 과제"로 알려져 있다.

블라인드 분리 과제는 여러 가지 낯익은 형태로 접하게 된다. 예를 들어, 인간은 하나의 음원에 주의를 집중할 수 있는 것

으로, 특히 그러한 소스를 다수 포함하는 환경에서도 그러한 것으로 잘 알려져 있으며, 이 현상은 보통 "칵테일 파티 효과

(cocktail-party effect)"로 지칭된다. 소스 신호 각각은 소스에서 마이크로폰으로 전송되는 동안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time varying) 어떤 방식으로 지연 및 감쇠되고, 마이크로폰에서 이는 독립적으로 지연 및 감쇠된 다른 소스 신호들과 혼

재(mixed)되는데, 여기에는 그 신호 자체의 다경로 버전(multipath versions)(잔향)이 포함되고, 이들은 상이한 방향에서

도달하는 지연된 버전들이다. 이러한 음향 신호를 모두 수신하는 사람은 다경로 신호들을 포함하는 다른 간섭하는 소스들

을 필터(filtering out) 또는 무시하면서 한 세트의 특정 음원을 들을 능력이 있을 수 있다.

종래기술에는 물리적인 장치 및 그러한 장치의 연산 시뮬레이션 양면으로 칵테일 파티 효과를 해결하기 위한 상당한 노력

이 있어 왔다. 현재 다양한 소음 경감(noise mitigation) 기법들이 이용되고 있는데, 여기에는 분석 이전의 신호의 단순 삭

제에서부터 소음 스펙트럼의 적응성 추정 수법들에까지 이르며, 이들은 언어 및 비언어(non-speech) 신호 사이의 올바른

구분에 의존한다. 이러한 기법들의 설명이 미국특허 제6,002,776호(참조에 의해 여기에 포함됨)에 일반적으로 특징지어

진다. 특히, 미국특허 제6,002,776호는 둘 이상의 마이크로폰이 그와 동일한 수 이하의 구분된 음원을 포함하는 환경 내에

설치된 경우 소스 신호들을 분리하는 수법을 설명한다. 도달방향(direction-of-arrival) 정보를 사용하여, 제1 모듈은 원

시 소스 신호들의 추출을 시도하고, 채널간 잔여 크로스토크(crosstalk)는 제2 모듈에 의해 제거된다. 이러한 배치는 공간

상 국부적(localized)이고 명확히 규정된 도달방향을 가진 점 소스(point sources)들을 분리함에 있어서는 효율적일 수 있

으나, 특정 도달방향을 판단할 수 없는 실사회의 공간적으로 분포된 소음 환경에서 언어 신호는 분리해내지 못한다.

독립 성분 분석(Independent Component Analysis, "ICA") 등의 방법들은 소음원으로부터 언어 신호를 분리하는 상대적

으로 정확하고 유연한 수단을 제공한다. ICA는 서로 독립인 것으로 추측되는, 혼재된 소스 신호(성분)들을 분리하는 기법

이다. 단순화된 형태에서, 독립 성분 분석은 혼재 신호에 "비혼재(un-mixing)"시키는 가중치 행렬을 작용시켜, 예를 들어

행렬에 혼재 신호를 곱하여, 분리된 신호들을 제공한다. 가중치들에는 초기값이 배정된 후, 정보 중복(redundancy)을 최

소화하기 위하여 신호들의 공동 엔트로피(joint entropy)가 최고화되도록 조절된다. 이러한 가중치 조절 및 엔트로피 증가

프로세스는 신호들의 정보 중복이 최소한으로 감소할 때까지 반복된다. 이 기법은 각 신호의 소스에 대한 정보를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블라인드 소스 분리" 방법으로 알려져 있다. 블라인드 분리 과제는 복수의 독립 소스로부터 오는 혼재 신호

를 분리하는 개념을 지칭한다.

그 성능을 최적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대중적인 ICA 알고리듬이 개발되었는데, 여기에는 10년 전에만 존재하던 것들이 중

대한 변경에 의해 진화된 몇몇의 경우들이 포함된다. 예를 들어, A. J. Bell 및 TJ Sejnowski저, 신경 연산(Neural

Computation) 7:1129-1159 (1995), 및 Bell, A.J. 미국특허 제5,706,402호에 설명된 연구는 보통 그 특허받은 형태로 사

용되지 않는다. 대신, 그 성능을 최적화하기 위하여 이 알고리듬은 몇몇의 상이한 주체에 의한 몇 번의 재특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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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haracterizations)를 거쳤다. 그러한 변화 한 가지에는 Amari, Cichocki, Yang (1996)에 설명되어 있는 "자연 기울기

(natural gradient)"의 사용이 포함된다. 기타 대중적인 ICA 알고리듬에는 누적률(cumulants)과 같은 고차(higher-

order) 통계치를 연산하는 방법들이 포함된다(Cardoso, 1992; Comon, 1994; Hyvaerinen and Oja, 1997).

그러나 알려진 ICA 알고리듬 다수는, 본질적으로 음향 반향(echoes)을 포함하는, 예를 들어 실내 아키텍처(room

architecture) 관련 반사에 의한 것과 같은, 실제 환경에서 기록된(recorded) 신호들을 효과적으로 분리하지 못한다. 지금

까지 언급된 방법들은 소스 신호들의 선형, 고정 혼재형태로부터의 신호 분리에 한정된다는 점이 강조된다. 직접 경로 신

호(direct path signals) 및 그 반향 상대를 더한 결과 나타나는 현상은 잔향(reverberation)이라 명명되는데, 인공 언어

향상 및 인식 시스템에서 주요한 문제가 된다. ICA 알고리듬에는 그러한 시간지연 및 반향된 신호를 분리할 수 있는 기다

란 필터가 요구되며, 이로써 효과적인 실시간 사용을 불가능하게 한다.

알려진 ICA 신호 분리 시스템들은 통상적으로 신경망(neural network) 역할을 하는 필터의 네트워크를 사용하여 필터 네

트워크에 입력된 어떠한 수의 혼재 신호들로부터 개별 신호를 환원한다. 즉, 한 세트의 음신호를, 각 신호가 특정 음원을

대표하는 보다 정리된(ordered) 한 세트의 신호로 분리하는 데 ICA 네트워크가 사용된다. 예를 들어, ICA 네트워크가 피

아노 음악과 어떤 사람의 이야기를 포함하는 음신호를 수신하면, 2-포트 ICA 네트워크는 이 소리를 두 개의 신호로, 즉 주

로 피아노 음악을 가지는 하나의 신호와 주로 언어를 가지는 다른 신호로 분리할 것이다.

종래의 또 한 가지 기법은 청각 장면 분석(auditory scene analysis)에 근거하여 소리를 분리하는 것이다. 이 분석에서는

존재하는 소스들의 본성에 대한 가정이 활발히 사용된다. 소리는 톤(tones) 및 분출(bursts)과 같은 작은 요소들로 나뉘어

질 수 있고, 이들 역시 조화성(harmonicity) 및 시간상의 연속성(continuity in time)과 같은 속성들에 따라 그룹화될 수 있

는 것으로 가정된다. 청각 장면 분석은 단일의 마이크로폰 또는 여러 개의 마이크로폰으로부터의 정보를 사용하여 수행될

수 있다. 청각 장면 분석의 분야는 연산기계학습(computational machine learning) 접근법의 사용가능성에 의해 보다 많

은 관심을 얻게 되어, 연산 청각 장면 분석(computational auditory scene analysis) 또는 CASA로 이어지게 되었다. 인간

의 청각 프로세싱의 이해와 관련되므로 과학적으로 흥미롭기는 하지만, 모델 가정 및 연산 기법들은 현실적인 칵테일 파티

시나리오(scenario)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는 아직 유람기에 있다.

소리를 분리하기 위한 다른 기법들은 그 소스들의 공간적 분리를 이용한다. 이 원리에 근거한 장치들은 그 복잡도에 있어

다양하다. 이러한 장치 중 가장 단순한 것은 고도로 선택적이지만 고정된 민감도 패턴을 가진 마이크로폰이다. 예를 들어,

방향성 마이크로폰은 특정 방향에서 방사되는 소리들에 대해 최고 민감도를 가지도록 디자인되어 있으며, 따라서 하나의

오디오 소스를 다른 것들에 비해 향상시키는 데 사용될 수 있다. 이와 유사하게, 화자(speaker)의 입 가까이에 설치된 근접

용(close-talking) 마이크로폰은 원거리의 소스들을 배제시킬 수 있다. 그 후, 마이크로폰-어레이 프로세싱(microphone-

array processing) 기법들이 사용되어 인지된 공간적 분리를 이용하여 소스들이 분리된다. 이 기법들은 경합하는 음원을

충분히 억제하는 것이 달성될 수 없기 때문에 실용적이지 않은데, 이는 적어도 하나의 마이크로폰은 원하는 신호만을 포함

한다는 가정에 의한 것으로서, 음향 환경에서 실제적이지 않은 것이다.

선형(linear) 마이크로폰-어레이 프로세싱을 위한 널리 알려진 기법 한 가지는 흔히 "빔형성(beamforming)"으로 지칭된

다. 이 방법에서는 마이크로폰들의 공간적 차이에 의한 신호들 사이의 시간적 차이가 신호를 향상시키는 데 사용된다. 보

다 상세하게는, 마이크로폰 중 하나가 언어 소스를 보다 직접적으로 "바라볼(look)" 가능성이 큰 반면, 다른 마이크로폰은

상대적으로 감쇠된 신호를 생성할 수 있다. 일부 감쇠가 달성될 수 있으나, 빔형성기(beamformer)는 파장이 어레이보다

큰 주파수 성분의 상대적 감쇠를 제공하지 못한다. 이러한 기법들은 빔을 음원을 향하도록 방향잡고(steer) 따라서 다른

방향에서는 공백(null)을 놓도록 하는 공간적 필터링 방법이다. 빔형성 기법들은 음원에 대해서는 어떠한 가정을 하지 않지

만, 신호의 잔향제거(dereverberating) 또는 음원의 국부화(localizing)의 목적을 위해 소스 및 센서 사이의 형상

(geometry) 또는 음신호 자체가 알려져 있는 것을 가정한다.

로버스트 적응 빔형성(robust adaptive beamforming)에서 알려진 기법 한 가지로서 "범용 사이드로브 상쇄(Generalized

Sidelobe Canceling)"(GSC)라 지칭되는 기법이 Hoshuyama, O., Sugiyama, A., Hirano, A., "구속 적응 필터를 사용하는

차단 메트릭스를 가진 마이크로폰 어레이를 위한 로버스트 적응 빔형성기(A Robust Adaptive Beamformer for

Microphone Arrays with a Blocking Matrix using Constrained Adaptive Filters), 신호 프로세싱에 대한 IEEE 회보

(IEEE Transactions on Signal Processing), vol 47, No 10, pp 2677-2684, 1999년 10월호에서 논의된다. GSC는 한

세트의 측정치 x로부터 원하는 단일 신호 z_i를 필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이는 GSC 원리(The GSC principle),

Griffiths, L.J., Jim, C. W., 선형 구속 적응 빔형성에 대한 대안적 접근법(An alternative approach to linear constrained

adaptive beamforming), 안테나 및 전파 IEEE 회보(IEEE Transaction Antennas and Propagation), vol 30, no 1,

pp.27-34, 1982년 1월호에 보다 온전히 설명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GSC는 신호에 독립적인 빔형성기 c가 원하는 소스

로부터의 직접 경로는 왜곡되지 않는 반면, 이상적으로는 다른 방향들은 억제되도록 센서 신호를 필터하는 것으로 사전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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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predefine)한다. 대부분의 경우, 원하는 소스의 위치는 추가적인 국부화 방법에 의해 사전 결정되어야 한다. 하부의, 측

면 경로에서 적응 차단 매트릭스 B는 원하는 신호 z_i에서 비롯되는 모든 성분을 억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B의 출력에

는 소음 성분만이 나타난다. 이것들로부터 적응 간섭 상쇄기 a는 총 출력 파워 E(z_i*z_i)의 추정치를 최소화함으로써 c의

출력 내의 나머지 소음 성분에 대한 추정치를 도출한다. 이로써 고정된 빔형성기 c 및 간섭 상쇄기 a는 공동으로 간섭 억제

를 수행한다. GSC는 원하는 화자가 제한된 추적 영역(tracking region)으로 구속될 것이 요구되므로, 그 적용성은 공간적

으로 경직된 시나리오로 제한된다.

또 하나의 알려진 기법은, 소리 분리와 관련된 능동 상쇄 알고리듬 부류이다. 그러나 이 기법에서는 "기준 신호(reference

signal)," 즉 소스들 중 단 하나로부터만 도출된 신호가 요구된다. 능동 소음 상쇄 및 반향 상쇄 기법들은 이 기법을 광범위

하게 사용하며, 소음 감소는 소음만을 포함하는 알려진 신호를 필터링하고 이를 혼재형태로부터 차감하므로 그 소음의 혼

재형태에서의 기여도에 대해 상대적이다. 이 방법은 측정된 신호 중 하나는 오직 하나만의 소스를 포함하는 것을 가정하는

데, 이 가정은 다수의 실생활 배경에서는 현실적이지 않은 것이다.

기준 신호를 요구하지 않는 능동 상쇄를 위한 기법들은 "블라인드(blind)"라 불리며 본 명세서에서 주요 관심사이다. 이들

은 현재, 원하지 않는 신호들이 마이크로폰에 도착하는 음향 프로세스에 관한 기초 가정의 현실성 정도에 근거하여 분류되

어 있다. 블라인드 능동 상쇄 기법의 한 부류는 "게인 기반(gain-based)"라 불릴 수 있고 또한 "순간 혼재(instantaneous

mixing)"로도 알려져 있다: 각 소스에서 생산되는 파형은 마이크로폰에서 동시에, 그러나 다양한 상대적 게인을 가지고 수

신되는 것으로 예정된다. (요구되는 게인 차이를 생산하는 데 대부분의 경우 방향성 마이크로폰이 사용된다.) 이와 같이,

게인 기반 시스템은 마이크로폰 신호들에 상대적 게인을 적용시키고 차감하되, 시간 지연 또는 기타 필터링을 적용시키지

않음으로써 상이한 마이크로폰 신호에서 원하지 않는 소스의 사본을 상쇄하려 시도한다. 블라인드 능동 상쇄를 위한 수많

은 게인 기반 방법들이 제안된 바 있다; Herault and Jutten (1986), Tong et al. (1991), 및 Molgedey and Schuster

(1994) 참조. 대부분의 음향 응용에서와 같이 마이크로폰들이 공간에서 분리되어 있을 때 게인 기반 혹은 순간 혼재 가정

은 위반된다. 이 방법의 단순한 연장 한 가지는 시간 지연 인자를 포함하되 다른 어떠한 필터링도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서,

이는 무반향(anechoic) 조건 하에서 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소스들로부터 마이크로폰까지의 음향 전파의 이러한 단

순한 모델은 반향 및 잔향이 존재하는 경우 그 사용이 제한된다. 현재 알려진 가장 현실적인 능동 상쇄 기법들은 "회선적

(convolutive)"이다: 각 소스로부터 각 마이크로폰까지의 음향 전파의 효과는 회선적 필터로 모델된다. 이 기법들은 게인

기반 및 지연 기반(delay-based) 기법들보다 더 현실적인데, 이들은 마이크로폰 상호간(inter-microphone) 분리, 반향,

및 잔향의 효과를 명시적으로(explicitly) 취급(accommodate)하기 때문이다. 이들은 또한 더 일반적인데, 게인 및 지연이

원리상으로는 회선적 필터링의 특수한 경우들이기 때문이다.

회선적 블라인드 상쇄 기법들은 다수의 연구자들에 의해 설명된 바 있으며, 여기에는 Jutten et al. (1992), Van

Compernolle and Van Gerven (1992), Platt and Faggin (1992), Bell and Sejnowski (1995), Torkkola (1996), Lee

(1998) 및 Parra et al. (2000)이 포함된다. 마이크로폰의 어레이를 통한 다중 채널 관측(multiple channel observations)

의 경우 탁월하게 사용되는 수학 모델, 다중 소스 모델은 아래와 같이 형식화될 수 있다:

여기서, x(t)는 관측된 데이터를 나타내고, s(t)는 숨은 소스 신호이며, n(t)는 가산 지각 소음 신호(additive sensory

noise signal)이고, a(t)는 혼재 필터이다. 파라미터(parameter) m은 소스의 수이고, L은 회선 차수(convolution order)로

서 환경 음향에 의존하며, t는 시간 지표를 가리킨다. 첫 번째 합은 환경 내에서 소스들의 필터링에 의한 것이고, 두 번째

합은 상이한 소스들의 혼재에 의한 것이다. ICA에 대한 연구의 대부분은, 첫 번째 합이 제거되고 작업이 혼재 메트릭스 a

의 역을 구하는 것으로 단순화된, 순간 혼재 시나리오를 위한 알고리듬을 중심으로 하였다. 약간의 변경예로는, 잔향이 없

을 것을 가정하는 경우 점 소스들로부터 비롯되는 신호들이 상이한 마이크로폰 위치에서 기록될 때 증폭 인수 및 지연을

제외하고는 동일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상기 수식에서 설명된 과제는 다중채널 블라인드 회선제거

(deconvolution) 과제로 알려져 있다. 적응 신호 프로세싱에서의 대표적인 연구에는 Yellin and Weinstein (1996)이 포함

되는데, 여기에서는 지각 입력 신호간의 공동 정보(mutual information)를 근사(approximate)하는 데에 고차 통계 정보가

사용된다. ICA 및 BSS 연구를 회선적 혼재형태에 연장시킨 것에는 Lambert (1996), Torkkola (1997), Lee et al.

(1997) 및 Parra et al. (2000)이 포함된다.

다중채널 블라인드 회선제거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ICA 및 BSS 기반 알고리듬은 음향적으로 혼재된 소스들의 분리를 해

결함에 있어서의 잠재력으로 인해 점차적으로 인기를 얻어 왔다. 그러나 그 알고리듬에는 현실적인 시나리오에서의 적용

성을 제한하는 강한 가정이 아직도 있다. 가정 중 가장 부조화한 것 중 한 가지는 적어도 분리되어야 하는 소스 수 이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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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서를 가져야 한다는 요구조건이다. 이것은 수학적으로는 도리에 맞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볼 때, 소스의 수는 통상적으

로 동적으로 변화하고 센서 수는 고정되어 있을 필요가 있다. 더욱이, 많은 수의 센서를 구비하는 것은 여러 응용에서 실제

적이지 못하다. 대부분의 알고리듬에서 올바른 밀도 추정 및 이에 따라 매우 다양한 소스 신호의 분리를 보장하는 데에 통

계적 소스 신호 모델이 적응된다. 이 요구조건은 연산적으로 부담이 되는데, 필터의 적응에 더해 소스 모델의 적응은 온라

인(online)으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소스간에 통계적 독립성을 가정하는 것은 어느 정도 현실적인 가정이지만, 공

동 정보의 연산은 집약적(intensive)이고 어렵다. 실제적인 시스템에서는 양호한 근사치들이 요구된다. 더욱이, 센서 소음

은 보통 감안되지 않는데, 이는 고사양(high end) 마이크로폰이 사용될 때에는 합당한 가정이다. 그러나 단순한 마이크로

폰은 센서 소음을 나타내고, 이는 알고리듬이 온당한 성능을 달성하기 위해 프로세스되어야 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대

부분의 ICA 형식(ICA formulation)은 기초가 되는(underlying) 소스 신호들이 각각의 반향 및 잔향을 가진다 해도 본질적

으로는 공간적으로 국부화된 점 소스로부터 비롯된다고 암시적으로 가정한다. 여러 방향에서 비슷한(comparable) 음압

레벨(sound pressure levels)로 방사되는 풍소음(wind noise)과 같이 강하게 확산된 또는 공간적으로 분포된 소음원에

대해서는 이 가정이 보통 유효하지 않다. 이러한 종류의 분포된 소음 시나리오에 대해서는, ICA 접근법으로 달성가능한 분

리만으로는 충분하지 못하다.

요망되는 것은, 거의 실시간으로 배경 소음으로부터 언어 신호를 분리할 수 있는 단순화된 언어 프로세싱 방법으로서, 상

당한 연산 파워를 요구하지 않으면서도 상대적으로 정확한 결과를 생산하고 상이한 환경에 유연하게 적응할 수 있는 방법

이 요망된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간략하게는, 본 발명은 소란한 음향 환경에서 음향적으로 구분된(distinct) 언어 신호를 생성하도록 구성된 헤드셋을 제공

한다. 헤드셋은 복수의 이격된 마이크로폰을 사용자의 입 근처에 배치한다. 마이크로폰은 각각 사용자의 언어(speech)를

수신하고 또한 음향 환경 소음을 수신한다. 소음 및 정보 성분을 둘 다 가진 마이크로폰 신호는 분리 프로세스 내로 수신된

다. 분리 프로세스는 상당히 감소된 소음 성분을 가진 언어 신호를 생성한다. 다음으로 언어 신호는 전송을 위해 프로세스

된다. 일 예에서는, 전송 프로세스가 블루투스(Bluetooth) 라디오를 사용하여 로컬(local) 제어 모듈로 언어 신호를 보내는

것을 포함한다.

보다 구체적인 예에서는, 헤드셋이 귀에 착용가능한 이어피스(earpiece)이다. 이어피스는 붐(boom)을 지지하고 프로세서

및 블루투스 라디오를 수용하는 하우징을 가진다. 붐의 단부에는 제1 마이크로폰이 위치하며, 하우징 상에는 이격된 배열

로 제2 마이크로폰이 위치한다. 각 마이크로폰은 전기적 신호를 생성하는데, 두 경우 모두 소음 및 정보 성분을 가진다. 마

이크로폰 신호는 프로세서 내로 수신되고, 여기서 이는 분리 프로세스를 사용하여 프로세스된다. 분리 프로세스는, 예를

들어, 블라인드 신호 소스 분리(blind signal source separation) 또는 독립 성분 분석(independent component analysis)

프로세스일 수 있다. 분리 프로세스는 상당한 감소된 소음 성분을 가진 언어 신호를 생성하고, 소음 성분을 나타내는 신호

를 생성할 수도 있는데, 이는 언어 신호를 더 후처리(post-process)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언어 신호는 다음으로 블루투

스 라디오에 의해 전송을 위해 프로세스된다. 이어피스는 또한 언어가 발생되고 있을 가능성이 클 때 제어 신호를 생성하

는 음성 활동 감지기를 포함할 수 있다. 이 제어 신호는 언어가 발생하는 때에 따라 프로세스가 가동, 조절, 또는 제어되게

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작동을 가능하게 한다. 예를 들어, 제어 신호가 꺼지고(off) 언어가 존재하지 않을 때 독립

성분 분석 프로세스가 중단될 수 있다.

유리하게, 본 헤드셋은 고품질 언어 신호를 생성한다. 더 나아가, 분리 프로세스가 안정되고 예측가능한 방식으로 작동하

게 되어, 전체적인 효과성 및 효율성이 증가한다. 헤드셋 구성은 다양한 종류의 장치, 프로세스, 및 응용에 적응할 수 있다.

기타 측면 및 실시예가 도면에 도시되어 있거나, 아래 "상세한 설명" 부분에 설명되어 있거나, 또는 청구항에 규정되어 있

다.

실시예

도 1을 참조하면, 무선 헤드셋 시스템(10)이 도시되어 있다. 무선 헤드셋 시스템(10)은 제어 모듈(14)과 무선으로 통신하

는 헤드셋(12)을 가진다. 헤드셋(12)은 착용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사용자에 부착되도록 구성되어 있다. 헤드셋(12)은 헤드

밴드(headband)(17)의 형태로 하우징(16)을 가진다. 헤드셋(12)이 스테레오 헤드셋(stereo headset)으로 도시되어 있으

나, 헤드셋(12)이 대안적인 형태를 가질 수 있음을 이해할 것이다. 헤드밴드(17)는 요구되는 전자 시스템을 수용하기 위해

전자 하우징(23)을 가진다. 예를 들어, 전자 하우징(23)은 프로세서(25) 및 라디오(27)를 포함할 수 있다. 라디오(27)는 제

어 모듈(14)과의 통신을 가능하게 하도록 안테나(29)와 같은 다양한 서브모듈(sub modules)을 가질 수 있다. 전자 하우징

(23)은 통상적으로 배터리 또는 재충전가능 배터리(미도시)와 같은 휴대용(portable) 에너지원을 수용한다. 헤드셋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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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바람직한 실시예의 맥락에서 설명되지만, 당업자라면 소란한 음향 환경으로부터 언어 신호를 분리하기 위해 설명된 기

법들이 소란한 환경 또는 다중소음(multi-noise) 환경에서 활용되는 다양한 전자 통신 장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적합

하다는 것을 이해할 것이다. 이와 같이, 음성 응용을 위한 무선 헤드셋 시스템에 대한 설명된 예시적 실시예는 예시만을 위

한 것이며 한정을 위한 것이 아니다.

전자 하우징 내의 회로는 한 세트의 스테레오 이어 스피커에 결합된다. 예를 들어, 헤드셋(12)은 사용자를 위해 입체음

(stereophonic sound)을 제공하도록 배열되어 있는 이어 스피커(19) 및 이어 스피커(21)를 가진다. 보다 상세하게는, 각

이어 스피커가 사용자의 귀에 얹히도록 배열되어 있다. 헤드셋(12)은 또한 오디오 마이크로폰들(32, 33)의 형태로 한 쌍의

변환기를 가진다. 도 1에 도시된 바와 같이, 마이크로폰(32)은 이어 스피커(19)에 인접하게 위치하고, 마이크로폰(33)은

이어 스피커(19) 위에 위치한다. 이와 같이, 사용자가 헤드셋(12)을 착용한 경우, 각 마이크로폰은 스피커의 입으로 상이한

오디오 경로를 가지고, 마이크로폰(32)은 언제나 화자의 입에 더 가깝다. 이에 따라, 각 마이크로폰은 사용자의 언어와 또

한 주변(ambient) 음향 소음의 한 가지 버전을 수신한다. 마이크로폰이 이격되어 있기 때문에, 각 마이크로폰은 약간 상이

한 주변 소음 신호를 수신할 것이다. 오디오 신호에서의 이러한 작은 차이는 프로세서(25)에서 향상된 언어 분리를 가능하

게 한다. 또한, 마이크로폰(32)이 마이크로폰(33)보다 화자의 입에 근접하기 때문에, 마이크로폰(32)으로부터의 신호가 언

제나 원하는 언어 신호를 먼저 수신할 것이다. 언어 신호의 이러한 알려진 순서는 단순화되고 보다 효율적인 신호 분리 프

로세스를 가능하게 한다.

마이크로폰들(32, 33)이 이어 스피커에 인접하게 위치하는 것으로 도시되어 있으나, 여러 가지 다른 위치가 유용할 수 있

음을 이해할 것이다. 예를 들어, 마이크로폰 중 하나가 또는 둘 모두가 붐 상에 연장될 수 있다. 대안적으로, 마이크로폰들

이 사용자의 머리의 다른 쪽에, 다른 방향으로, 또는 어레이(array)와 같은 이격된 배열로 위치할 수 있다. 구체적인 응용

및 물리적인 제약에 따라, 마이크로폰이 앞 또는 옆을 향하거나, 전방향성(omni directional) 또는 방향성(directional)이

거나, 또는 적어도 두 개의 마이크로폰이 각각 소음 및 언어의 상이한 비율을 수신하도록 하는 기타 국부성(locality) 또는

물리적 제약을 가질 수 있음을 이해할 것이다.

프로세서(25)는 마이크로폰(32)으로부터 전자 마이크로폰 신호를 수신하고 또한 마이크로폰(33)으로부터 원시(raw) 마이

크로폰 신호를 수신한다. 신호는 디지털화, 필터링, 또는 기타 전처리(pre-processed)될 수 있음을 이해할 것이다. 프로

세서(25)는 음향 소음으로부터 언어를 분리하기 위한 신호 분리 프로세스를 작동시킨다. 일 예에서는, 신호 분리 프로세스

가 블라인드 신호 분리 프로세스이다. 보다 구체적인 예에서는, 신호 분리 프로세스가 독립 성분 분석 프로세스이다. 마이

크로폰(32)이 마이크로폰(33)보다 화자의 입에 더 근접하기 때문에, 마이크로폰(32)로부터의 신호는 언제나 원하는 언어

신호를 먼저 수신할 것이고, 마이크로폰(32) 기록된 채널이 마이크로폰(33) 기록된 채널보다 소리가 더 클 것인데, 이는 언

어 신호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된다. 신호 분리 프로세스로부터의 출력은 정결 언어 신호(clean speech signal)로서, 라디

오(27)에 의해 전송을 위해 프로세스 및 준비된다. 정결 언어 신호는 소음의 상당한 부분이 제거되었으나, 신호에 얼마의

소음 성분이 여전히 있을 가능성이 크다. 라디오(27)는 변조된 언어 신호를 제어 모듈(14)로 전송한다. 일 예에서는, 라디

오(27)가 블루투스® 통신 표준을 준수한다. 블루투스는 전자 장치가 보통 30 피트(feet) 미만의 근거리 통신을 할 수 있게

하는, 잘 알려진 개인 지역 통신망(personal area network) 통신 표준이다. 블루투스는 또한 오디오 레벨 전송을 지원하기

에 충분한 속도에서의 통신을 가능하게 한다. 다른 예에서는, 라디오(27)가 IEEE 802.11 표준 혹은 이와 같은 기타 무선

통신 표준을 따라 작동할 수 있다(여기에서 사용된 용어 라디오는 이러한 무선 통신 표준을 지칭한다). 다른 예에서는, 라

디오(27)가 구체적이고 보안을 갖춘(secure) 통신을 가능하게 하는 사유의(proprietary) 상용 또는 군용(military) 표준을

따라 작동할 수 있다.

제어 모듈(14) 또한 라디오(27)와 통신하도록 설정된 라디오(49)를 가진다. 이에 따라, 라디오(49)는 라디오(27)과 동일한

표준을 따라, 그리고 동일한 채널 설정으로 작동한다. 라디오(49)는 라디오(27)로부터 변조된 언어 신호를 수신하고, 프로

세서(47)를 사용하여 인커밍(incoming) 신호에 대해 요구되는 어떠한 조정을 수행한다. 제어 모듈(14)은 무선 모바일 장

치(38)로 도시되어 있다. 무선 모바일 장치(38)는 영상 디스플레이(graphical display)(40), 입력 키패드(42), 및 기타 사

용자 조종장치(39)를 포함한다. 무선 모바일 장치(38)는 CDMA, WCDMA, CDMA2000, GSM, EDGE, UMTS, PHS,

PCM 또는 기타 통신 표준과 같은 무선 통신 표준을 따라 작동한다. 이에 따라, 라디오(45)는 요구되는 통신 표준을 준수하

여 작동하도록 구성되어 있으며, 무선 인프라스트럭쳐(infrastructure) 시스템과의 통신을 용이하게 한다. 이러한 방법으

로, 제어 모듈(14)은 무선 캐리어(carrier) 인프라스트럭쳐로의 원격 통신 링크(51)를 가지며, 또한 헤드셋(12)으로의 로

컬 무선 링크(50)를 가진다.

작동에 있어서, 무선 헤드셋 시스템(10)은 음성 통신을 발신 및 수신하기 위한 무선 모바일 장치로서 작동한다. 예를 들어,

사용자는 무선 전화 통화를 걸기 위해 제어 모듈(14)을 사용할 수 있다. 프로세서(47) 및 라디오(45)는 연동하여 무선 캐리

어 인프라스트럭쳐와 원격 통신 링크(51)를 설립한다. 무선 인프라스트럭쳐와 음성 채널이 설립되면, 사용자는 음성 통신

을 이행하기 위해 헤드셋(12)을 사용할 수 있다. 사용자가 이야기함에 따라, 화자의 음성 그리고 또한 주변 소음은 마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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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폰(32) 및 마이크로폰(33)에 의해 수신된다. 마이크로폰 신호는 프로세서(25)에서 수신된다. 프로세서(25)는 신호 분리

프로세스를 사용하여 정결 언어 신호를 생성한다. 정결 언어 신호는 라디오(27)에 의해 제어 모듈(14)로, 예를 들어 블루투

스 표준을 사용하여 전송된다. 수신된 언어 신호는 다음으로 라디오(45)를 사용한 통신을 위해 프로세스 및 변조된다. 라

디오(45)는 통신(51)을 통해 언어 신호를 무선 인프라스트럭쳐로 통신한다. 이러한 방법으로, 정결 언어 신호는 원격 청자

(listener)에게 통신된다. 원격 청자로부터 오는 언어 신호는 무선 인프라스트럭쳐를 통해 통신(51)을 거쳐 라디오(45)로

보내진다. 프로세서(47) 및 라디오(49)는 수신된 신호를 블루투스와 같은 로컬 라디오 포맷으로 전환 및 포맷(format)하

며, 인커밍 신호를 라디오(27)로 통신한다. 인커밍 신호는 다음으로 이어 스피커(19, 21)로 보내져, 로컬 사용자가 원격 사

용자의 언어를 들을 수 있다. 이러한 방법으로, 전이중(full duplex) 음성 통신 시스템이 가능해진다.

마이크로폰 배열은 원하는 화자의 음성을 분리하는 것이 가능할 정도로 하나의 마이크로폰으로부터 다른 것으로의 원하는

언어 신호의 지연이 충분히 크거나 그리고/또는 두 개의 기록된 입력 채널 사이의 원하는 음성 컨텐트(content)가 충분히

다르도록, 예를 들면, 언어의 픽업(pick up)이 일차(primary) 마이크로폰에서 더 최적이 되도록 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방

향성 마이크로폰 또는 전방향성 마이크로폰의 비선형 배열의 사용을 통한 음성 플러스 소음 혼재형태(voice plus noise

mixtures)의 변조가 포함된다. 마이크로폰의 구체적인 배치는 기대되는 음향 소음, 예상되는 풍소음, 바이오메카니컬

(biomechanical) 디자인 고려사항 및 라우드스피커(loudspeaker)로부터의 음향적 반향과 같은 기대되는 환경 특성에 따

라 고려 및 조절되어야 할 것이다. 일 마이크로폰 설정예는 음향 소음 시나리오 및 음향적 반향 우물(echo well)을 다룰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음향/반향 소음 상쇄 작업은 보통 이차(secondary) 마이크로폰(음 중심 마이크로폰 또는 상당한 소음

을 포함하는 음 혼재형태의 기록을 담당하는 마이크로폰)이 일차 마이크로폰이 향하는 방향에서 돌려지게 하는 것이 요구

된다. 여기에서 사용되는 바로는, 일차 마이크로폰이 목표 화자에 가장 근접한 마이크로폰이다. 최적의 마이크로폰 배열은

지향성(directivity) 또는 국부성(비선형 마이크로폰 설정, 마이크로폰 특성 방향성 패턴) 및 풍난류(wind turbulence)에

대한 마이크로폰 막(microphone membrane)의 음향 차폐(shielding) 사이의 절충안일 수 있다.

휴대폰 핸드셋 및 헤드셋과 같은 모바일 응용에서는, 원하는 화자 이동에 대한 로버스트니스(robustness)는 가장 가능성

이 높은 장치/화자 입 배열의 범위에 대해 동일한 음성/소음 채널 출력 순서(order)로 이어지게 하는 마이크로폰 설정예의

선정 및 분리하는 ICA 필터의 지향성 패턴의 적응(adaptation)을 통한 파인튜닝(fine tuning)에 의해 달성된다. 그러므로

마이크로폰은 하드웨어의 각 측면에 대칭으로가 아니라, 모바일 장치의 나눔선(divide line)에 배열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방법으로, 모바일 장치가 사용될 때, 발명 장치의 위치와 무관하게 동일한 마이크로폰이 언제나 가장 많은 언어를

가장 효율적으로 수신하도록 위치하는데, 예를 들면, 일차 마이크로폰이 장치의 사용자 배치와 무관하게 화자의 입에 가장

근접하도록 위치한다. 이러한 일정하고 사전 규정된 배치는 ICA 프로세스가 더 나은 디폴트(default) 값을 가지게 하고, 보

다 용이하게 언어 신호를 파악하게 한다.

음향 소음을 다룰 때에는 방향성 마이크로폰의 사용이 바람직한데, 이는 이들이 통상적으로 더 나은 초기 SNR을 내기 때

문이다. 그러나 방향성 마이크로폰은 풍소음에 더 민감하고 더 높은 내부 소음(저 주파수 전자 소음 픽업)을 가진다. 마이

크로폰 배열은 전방향성 및 방향성 마이크로폰 모두와 작동하도록 적응시켜질 수 있으나 음향 소음 제거가 풍소음 제거와

트레이드오프(traded off)되어야 한다.

풍소음은 통상적으로 연장된(extended) 힘의 공기가 마이크로폰의 변환기 막에 직접적으로 가해지는 것에 의해 일어난

다. 고도로 민감한 막은 크고, 가끔은 포화된(saturated) 전자 신호를 생성한다. 이 신호는 언어 컨텐트를 포함하는 마이크

로폰 신호 내의 어떠한 유용한 정보를 압도하고 흔히 소멸시킨다. 더 나아가, 풍소음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이는 신호 분

리 프로세스, 그리고 또한 후처리(post processing) 단계에서 포화도 및 안정성 과제가 생기게 할 수 있다. 또한, 전송되는

어떠한 풍소음은 청자에게 불쾌하고 거북한 청취 경험을 초래한다. 불운하게도, 풍소음은 헤드셋 및 이어피스 장치에 있어

특별히 어려운 과제였다.

그러나 무선 헤드셋의 이-마이크로폰(two-microphone) 배열은 바람(wind)을 감지하는 보다 로버스트한 방법과, 풍소음

의 불온한 효과를 최소화하는 마이크로폰 배열 또는 디자인을 가능하게 한다. 무선 헤드셋은 두 개의 마이크로폰을 가지기

때문에, 헤드셋은 풍소음의 존재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는 프로세스를 작동할 수 있다. 전술된 바와 같이, 두 개의 마이크

로폰은 그 입력 포트가 상이한 방향을 향하도록 배열되거나, 각각 상이한 방향에서 바람을 수신하도록 차폐될 수 있다. 이

러한 배열에서는, 바람의 분출은 바람을 향하는 마이크로폰 내에 극적인 에너지 레벨 상승을 일으키는 반면 다른 마이크로

폰은 극미하게만 영향을 받을 것이다. 따라서 헤드셋이 하나의 마이크로폰에만 큰 에너지 급등을 감지할 때, 헤드셋은 마

이크로폰이 바람을 받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이 급등이 풍소음에 의한 것이라는 점을 더 확증하기 위해 다

른 프로세스가 적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풍소음은 통상적으로 저주파수 패턴을 가지며, 이러한 패턴이 하나의 또는 양

채널에 발견될 때, 풍소음의 존재가 나타날 수 있다. 대안적으로, 풍소음에 대해 구체적인 기계적 또는 공학적 디자인이 고

려될 수 있다.

공개특허 10-2007-0073735

- 15 -



마이크로폰 중 하나가 바람을 맞고 있다는 것을 헤드셋이 발견하면, 헤드셋은 바람의 영향을 최소화하는 프로세스를 작동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프로세스는 바람을 받고 있는 마이크로폰으로부터의 신호를 차단하고, 다른 마이크로폰의 신호만

을 프로세스할 수 있다. 이 경우, 분리 프로세스 또한 비가동되고, 소음 감소 프로세스는 보다 전례적인 단일 마이크로폰

시스템으로서 작동된다. 마이크로폰이 더 이상 바람을 맞지 않으면, 헤드셋은 정상적인 이채널(two channel) 작동으로 복

귀할 수 있다. 일부 마이크로폰 배열에서는, 화자로부터 더 멀리 있는 마이크로폰이 너무나 제한된 레벨의 언어 신호를 수

신하여 단독 마이크로폰 입력으로 작동할 수 없다. 이러한 경우, 화자로부터 가장 근접한 마이크로폰은 바람을 받는 때에

도 비가동 또는 비강조(de-emphasized)될 수 없다.

이와 같이, 마이크로폰이 상이한 풍향을 향하도록 배열함으로써, 바람 부는 조건은 하나의 마이크로폰에서만 상당한 소음

을 일으킬 수 있다. 다른 마이크로폰은 거의 영향받지 않기 때문에, 이는 단독으로 사용되어 다른 마이크로폰이 바람의 습

격을 받는 동안 고품질의 언어 신호를 헤드셋에 제공할 수 있다. 이러한 프로세스를 사용하여, 무선 헤드셋은 바람 부는 환

경에서 유리하게 사용될 수 있다. 다른 예에서는, 사용자가 이중 채널(dual channel) 모드에서 단일 채널 모드로 스위치할

수 있도록 헤드셋은 헤드셋 외부에 기계식 노브(knob)를 가진다. 개별 마이크로폰이 방향성이면, 단일 마이크로폰 작동마

저도 여전히 풍소음에 지나치게 민감할 수 있다. 그러나 개별 마이크로폰이 전방향성이면, 음향 소음 억제가 저하될 것이

지만, 풍소음 아티팩트(wind noise artifacts)는 어느 정도 완화될 것이다. 풍소음 및 음향 소음을 동시에 다룰 때에는 신호

의 질에 있어서 본질적인 트레이드오프(trade-off)가 있다. 이러한 밸런싱(balancing)의 일부는 소프트웨어로 취급될 수

있고, 일부 결정은 사용자 선호치에 대응하도록, 예를 들어 사용자가 단일 또는 이중 채널 작동 사이에서 선택하도록 할 수

있다. 일부 배열에서는, 사용자가 또한 마이크로폰 중 어느 것을 단일 채널 입력으로 사용할 것인지 선택할 수 있다.

도 2를 참조하면, 유선 헤드셋 시스템(75)이 도시되어 있다. 유선 헤드셋 시스템(75)은 전술된 무선 헤드셋 시스템(10)과

유사하므로 이 시스템(75)은 상세히 설명되지 않을 것이다. 무선 헤드셋 시스템(75)은 도 1을 참조하여 설명된 바와 같이

두 개의 마이크로폰 및 스테레오 이어 스피커 한 세트를 가진 헤드셋(76)을 가진다. 헤드셋 시스템(75)에서는, 각 마이크로

폰이 각 이어피스에 인접하게 위치한다. 이러한 방법으로, 각 마이크로폰은 화자의 입으로부터 대략 동일한 거리에 위치한

다. 이에 따라, 분리 프로세스는 언어 신호를 파악하는 보다 정교한 방법과 보다 정교한 BSS 알고리듬을 사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채널 간 분리의 정도를 보다 정확하게 측정하기 위해 추가적 프로세싱 파워가 적용되고, 버퍼 사이즈(buffer

sizes)가 증가될 필요가 있을 수 있다. 헤드셋(76)은 또한 프로세서를 수용하는 전자 하우징(79)을 가진다. 그러나 전자 하

우징(79)은 제어 모듈(77)에 연결되는 케이블(81)을 가진다. 이에 따라, 헤드셋(76)에서 제어 모듈(77)로의 통신은 와이어

(81)를 통한다. 이러한 면에서, 모듈 전자기기(module electronics)(83)는 로컬 통신을 위한 라디오를 필요로 하지 않는

다. 모듈 전자기기(83)는 무선 인프라스트럭쳐 시스템과 통신을 설립하기 위한 프로세서 및 라디오를 가진다.

도 3을 참조하면, 무선 헤드셋 시스템(100)이 도시되어 있다. 무선 헤드셋 시스템(100)은 전술된 무선 헤드셋 시스템(10)

와 유사하므로, 상세히 설명되지 않을 것이다. 무선 헤드셋 시스템(100)은 헤드밴드(102) 형태의 하우징(101)을 가진다.

헤드밴드(102)는 프로세서 및 로컬 라디오(111)를 가지는 전자 하우징(107)을 수용한다. 로컬 라디오(111)는, 예로서, 블

루투스 라디오일 수 있다. 라디오(111)는 로컬 지역 내의 제어 모듈과 통신하도록 설정되어 있다. 예를 들어, 라디오(111)

가 IEEE 802.11 표준을 따라 작동하면, 그 연계된(associated) 제어 모듈은 일반적으로 라디오(111)로부터 약 100 피트

이내에 있어야 할 것이다. 제어 모듈은 무선 모바일 장치일 수 있으며, 또는 보다 로컬한 사용을 위해 구성될 수 있음을 이

해할 것이다.

구체적인 예에서, 헤드셋(100)은 패스트 푸드 음식점과 같은 상용 또는 산업용 응용을 위한 헤드셋으로 사용된다. 제어 모

듈은 음식점 내에 중앙식으로 위치하여 음식점 부근 지역 어느 곳에서든 직원들이 서로 또는 고객과 통신하게 할 수 있다.

다른 예에서, 라디오(111)는 더 넓은 지역 통신을 위해 구성된다. 일 예에서는, 라디오(111)가 수 마일(miles)에 걸쳐 통신

할 수 있는 상용 라디오이다. 이러한 설정은 비상 1차 대응자(emergency first-responders) 그룹이 특정 지리적 지역에

있는 중에 특정 인프라스트럭쳐의 사용가능성에 의존할 필요 없이 통신을 유지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예를 계속하면,

하우징(102)은 헬멧 또는 기타 비상 보호용 장비의 일부일 수 있다. 다른 예에서는, 라디오(111)가 군용 채널 상에서 작동

하도록 구성되고, 하우징(102)은 군용 요소 또는 헤드셋에 통합적으로 형성되어 있다. 무선 헤드셋(100)은 단일 모노 이어

스피커(104)를 가진다. 제1 마이크로폰(106)은 이어 스피커(104)에 인접하게 위치하며, 제2 마이크로폰(105)은 이어피스

위에 위치한다. 이러한 방법으로, 마이크로폰은 이격되어 있으면서도 화자의 입으로의 오디오 경로를 가능하게 한다. 더욱

이, 마이크로폰(106)은 언제나 화자의 입에 더 근접하여, 언어 소스의 단순화된 파악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마이크로폰은

대안적으로 배치될 수 있음을 이해할 것이다. 일 예에서는, 마이크로폰 중 하나 또는 둘 모두가 붐 상에 배치될 수 있다.

도 4를 참조하면, 무선 헤드셋 시스템(125)이 도시되어 있다. 무선 헤드셋 시스템(125)은 전술된 무선 헤드셋 시스템(10)

와 유사하므로, 상세히 설명되지 않을 것이다. 무선 헤드셋 시스템(125)은 한 세트의 스테레오 스피커(131, 127)를 가지는

헤드셋 하우징을 가진다. 제1 마이크로폰(133)은 헤드셋 하우징에 부착되어 있다. 제2 마이크로폰(134)은 와이어(136)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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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부에 있는 제2 하우징 내에 있다. 와이어(136)는 헤드셋 하우징에 부착되며, 프로세서와 전기적으로 결합된다. 와이어

(136)는 제2 하우징 및 마이크로폰(134)를 상대적으로 일정한 위치에 고정시키는 클립(138)을 포함할 수 있다. 이러한 방

법으로, 마이크로폰(133)은 사용자의 귀 중 하나에 인접하게 위치하며, 제2 마이크로폰(134)은 사용자의 옷에, 예를 들어

가슴 가운데에 클립될 수 있다. 이러한 마이크로폰 배열은 마이크로폰이 꽤 멀리 이격되면서도 여전히 화자의 입으로부터

각 마이크로폰까지의 통신 경로를 가능하게 한다. 바람직한 사용에서는, 제2 마이크로폰이 제1 마이크로폰(133)보다 언제

나 화자의 입으로부터 더 멀어, 단순화된 신호 파악 프로세스를 가능하게 한다. 그러나 사용자는 부주의로 마이크로폰을

입에 너무 근접하게 배치하여, 마이크로폰(133)이 더 멀리 있게 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에 따라, 헤드셋(125)을 위

한 분리 프로세스에는 마이크로폰의 불분명한 배열을 감안하는 추가적 정교함 및 프로세스와 또한 보다 강력한 BSS 알고

리듬이 요구될 수 있다.

도 5를 참조하면, 무선 헤드셋 시스템(150)이 도시되어 있다. 무선 헤드셋 시스템(150)은 통합된 붐 마이크로폰을 가진 이

어피스로 구성된다. 무선 헤드셋 시스템(150)은 도 5에 좌측(151)으로부터 그리고 우측(152)으로부터 도시되어 있다. 무

선 헤드셋 시스템(150)은 사용자의 귀에 또는 그 주위에 부착되는 이어 클립(ear clip)(157)을 가진다. 하우징(153)은 스

피커(156)를 수용한다. 사용 중에, 이어 클립 157번은 하우징(153)을 사용자의 귀 중 하나에 맞댐으로써, 스피커(156)를

사용자의 귀에 인접하게 배치한다. 하우징은 또한 마이크로폰 붐(155)을 가진다. 마이크로폰 붐은 다양한 길이로 만들어

질 수 있으나, 통상적으로 1 내지 4 인치의 범위 내에 있다. 제1 마이크로폰(160)은 마이크로폰 붐(155)의 단부에 위치한

다. 제1 마이크로폰(160)은 화자의 입까지 상대적으로 직접적인 경로를 가지도록 구성되어 있다. 제2 마이크로폰(161) 또

한 하우징(153) 상에 위치한다. 제2 마이크로폰(161)은 제1 마이크로폰(160)으로부터 이격된 위치에서 마이크로폰 붐

(155) 상에 위치할 수 있다. 일 예에서는, 제2 마이크로폰(161)이 화자의 입까지 덜 직접적인 경로를 가지도록 위치한다.

그러나 붐(155)이 충분히 길다면, 양 마이크로폰이 붐의 동일한 측에 배치되어 화자의 입까지 상대적으로 직접적인 경로

를 가질 수 있음을 이해할 것이다. 그러나, 도시된 바와 같이, 제2 마이크로폰(161)은 붐(155)의 외측(outside)에 위치하

는데, 붐의 내측은 사용자의 얼굴과 접촉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마이크로폰(161)은 붐 상의 더 뒤쪽에 또는 하우징의

주요 부분 상에 위치할 수 있음도 또한 이해할 것이다.

하우징(153)은 또한 프로세서, 라디오, 및 전원(power supply)을 수용한다. 전원은 통상적으로 재충전가능 배터리의 형태

이며, 라디오는 블루투스 표준과 같은 표준에 준수하는 것일 수 있다. 무선 헤드셋 시스템(150)이 블루투스 표준을 준수하

는 것이면, 무선 헤드셋(150)은 로컬 블루투스 제어 모듈과 통신한다. 예를 들어, 로컬 제어 모듈은 무선 통신 인프라스트

럭쳐에서 작동하도록 구성된 무선 모바일 장치일 수 있다. 이는 제어 모듈에서 광지역 통신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상대적

으로 크고 정교한 전자기기를 가능하게 하는데, 이는 벨트에 착용되거나 서류가방에 휴대될 수 있고, 더 소형인 로컬 블루

투스 라디오만이 하우징(153) 내에 수용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그러나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광지역 라디오 또한 하우

징(153) 내에 포함될 수 있음을 이해할 것이다. 이러한 방법으로, 사용자는 음성 가동 명령 및 지시를 사용하여 통신 및 제

어할 것이다.

하나의 구체적인 예에서, 블루투스 헤드셋을 위한 하우징은 대략 6cm × 3cm × 1.5cm이다. 제1 마이크로폰(160)은 소음

상쇄형 방향성 마이크로폰으로서, 소음 상쇄 포트가 마이크 픽업 포트로부터 180도 돌이켜 향한다. 제2 마이크로폰 또한

방향성 소음 상쇄 마이크로폰으로서, 그 픽업 포트가 제1 마이크로폰(160)의 픽업 포트에 직교하게 위치한다. 마이크로폰

들은 3-4 cm 떨어져 위치한다. 마이크로폰들은 저주파수 성분의 분리가 가능하도록 너무 근접하게 위치하지 않아야 할

것이며, 고주파수 대역에서 공간 앨리어싱(spatial aliasing)을 방지하도록 너무 멀리 위치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대안적인

배열에서, 마이크로폰은 둘 모두 방향성 마이크로폰이지만, 소음 상쇄 포트가 마이크 픽업 포트로부터 90도 돌이켜 향한

다. 이 배열에서는, 어느 정도 더 큰 간격이, 예를 들면 4cm가 요망될 수 있다. 전방향성 마이크로폰이 사용되면, 간격은 요

망에 따라 약 6cm로 증가되고, 소음 상쇄 포트는 마이크 픽업 포트로부터 180도 돌이켜 향할 수 있다. 마이크로폰 배열이

각 마이크로폰에 충분히 상이한 신호 혼재형태를 가능하게 할 때에는 전방향 마이크가 사용될 수 있다. 마이크로폰의 픽업

패턴은 전방향성, 방향성, 카디오이드형(cardioid), 팔자형(figure-eight), 또는 원거리장(far-field) 소음 상쇄일 수 있다.

특정 응용 및 물리적 제약을 지원하기 위해 기타 배열이 선택될 수 있음을 이해할 것이다.

도 5의 무선 헤드셋(150)은 마이크로폰 위치 및 화자의 입 사이에 잘 규정된 관계를 가진다. 이러한 굴곡 있고(ridged) 사

전 규정된 물리적 배열에서, 무선 헤드셋은 소음을 필터하는 데 범용 사이드로브 상쇄기(Generalized Sidelobe

Canceller)를 사용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정결한 언어 신호를 드러낼 수 있다. 이러한 방법으로, 무선 헤드셋은 신호 분리

프로세스를 작동하지 않고, 화자의 규정된 위치에 따라, 그리고 소음이 오는 규정된 지역에 대해, 범용 사이드로브 상쇄기

내의 필터 계수를 지정(set)할 것이다.

도 6을 참조하면, 무선 헤드셋 시스템(175)이 도시되어 있다. 무선 헤드셋 시스템(175)은 제1 이어피스(176) 및 제2 이어

피스(177)를 가진다. 이러한 방법으로, 사용자는 하나의 이어피스를 좌측 귀에 위치시키고, 다른 이어피스를 우측 귀에 위

치시킨다. 제1 이어피스(176)는 사용자의 귀 중 하나에 결합하기 위한 이어 클립(184)을 가진다. 하우징(181)은 그 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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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마이크로폰(183)이 위치하고 있는 붐 마이크로폰(182)을 가진다. 제2 이어피스는 사용자의 다른 귀에 부착하기 위한

이어 클립(189)과, 말단에 제2 마이크로폰(188)을 가지는 붐 마이크로폰(187)이 있는 하우징(186)을 가진다. 하우징

(181)은 제어 모듈과 통신하기 위한, 블루투스 라디오와 같은, 로컬 라디오를 수용한다. 하우징(186)은 또한 로컬 제어 모

듈과 통신하기 위한, 블루투스 라디오와 같은, 로컬 라디오를 가진다. 이어피스(176, 177) 각각은 로컬 모듈에 마이크로폰

신호를 통신한다. 로컬 모듈은 음향 소음으로부터 정결 언어 신호를 분리하기 위해 언어 분리 프로세스를 적용하는 프로세

서를 가진다. 무선 헤드셋 시스템(175)은 하나의 이어피스가 마이크로폰 신호를 다른 이어피스로 전송하고 다른 이어피스

가 분리 알고리듬을 적용하기 위한 프로세서를 가지도록 구성될 수 있음을 이해할 것이다. 이러한 방법으로, 정결 언어 신

호가 제어 모듈로 전송된다.

대안적인 구성에서, 프로세서(25)는 제어 모듈(14)과 연계된다. 이 배열에서는, 라디오(27)가 마이크로폰(32)으로부터 수

신된 신호와 마이크로폰(33)으로부터 수신된 신호를 전송한다. 마이크로폰 신호는 블루투스 라디오일 수 있는 로컬 라디

오(27)를 사용하여 제어 모듈로 전송되고, 이는 제어 모듈(14)에 의해 수신된다. 프로세서(47)는 다음으로 정결 언어 신호

를 생성하기 위한 신호 분리 알고리듬을 작동할 수 있다. 대안적인 배열에서는, 프로세서가 모듈 전자기기(83) 내에 포함

되어 있다. 이러한 방법으로, 마이크로폰 신호는 와이어(81)를 통해 제어 모듈(77)로 전송되고, 제어 모듈 내의 프로세서는

신호 분리 프로세스를 적용한다.

도 7을 참조하면, 무선 헤드셋 시스템(200)이 도시되어 있다. 무선 헤드셋 시스템(200)은 사용자의 귀에 또는 그 주위에

결합하기 위한 이어 클립(202)을 가지는 이어피스의 형태이다. 이어피스(200)는 스피커(208)를 가지는 하우징(203)을 가

진다. 하우징(203)은 또한 블루투스 라디오와 같은 로컬 라디오 및 프로세서를 수용한다. 하우징(203)은 또한 MEMS 마이

크로폰 어레이(205)를 수용하는 붐(204)을 가진다. MEMS(마이크로 전자 기계 시스템) 마이크로폰은 하나 이상의 집적회

로 장치 상에 배열된 복수의 마이크로폰을 가지는 반도체 장치이다. 이러한 마이크로폰은 제조가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안

정되고 일정한 특성을 가져 헤드셋 응용에 좋다. 도 7에 도시된 바와 같이, 여러 개의 MEMS 마이크로폰이 붐(204)을 따라

위치할 수 있다. 음향 조건에 근거하여, 특정 MEMS 마이크로폰이 제1 마이크로폰(207) 및 제2 마이크로폰(206)으로 작

동하도록 선택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마이크로폰의 특정 세트는 풍소음에, 또는 마이크로폰 간 공간적 분리를 증가시키려

는 요망에 근거하여 선택될 수 있다. 사용가능한 MEMS 마이크로폰의 특정 세트를 선택 및 가동하는 데 하우징(203) 내의

프로세서가 사용될 수 있다. 마이크로폰 어레이는 하우징(203) 상의 대안적인 위치에 위치하거나, 보다 전례적인 변환기

스타일 마이크로폰을 보충하는 데 사용될 수 있음을 이해할 것이다.

도 8을 참조하면, 무선 헤드셋 시스템(210)이 도시되어 있다. 무선 헤드셋 시스템(210)은 이어클립(213)을 가지는 이어피

스 하우징(212)을 가진다. 하우징(212)은 블루투스 라디오와 같은 로컬 라디오 및 프로세서를 수용한다. 하우징(212)은

말단에 제1 마이크로폰(216)을 가지는 붐(205)을 가진다. 와이어(219)는 하우징(212) 내의 전자기기에 연결되고 말단에

마이크로폰(217)을 가지는 제2 하우징을 가진다. 와이어(219)에는 마이크로폰(217)을 사용자에게 보다 견고하게 부착하

기 위한 클립(222)이 제공될 수 있다. 사용 중에는, 제1 마이크로폰(216)은 화자의 입까지 상대적으로 직접적인 경로를 가

지도록 위치하고, 제2 마이크로폰(217)은 사용자에게로의 상이한 직접 오디오 경로를 가지도록 하는 위치에 클립된다. 제

2 마이크로폰(217)은 화자의 입으로부터 꽤 멀리 고정될 수 있기 때문에, 마이크로폰(216, 217)은 화자의 입까지 음향 경

로를 유지하면서 상대적으로 멀리 이격될 수 있다. 바람직한 사용에서는, 제2 마이크로폰이 제1 마이크로폰(216)보다 언

제나 화자의 입으로부터 더 멀리 배치되어, 단순화된 신호 파악 프로세스를 가능하게 한다. 그러나 사용자는 부주의로 마

이크로폰을 입에 너무 근접하게 배치하여, 마이크로폰(216)이 더 멀리 있게 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에 따라, 헤드

셋(210)을 위한 분리 프로세스에는 마이크로폰의 불분명한 배열을 감안하는 추가적 정교함 및 프로세스와 또한 보다 강력

한 BSS 알고리듬이 요구될 수 있다.

도 9를 참조하면, 통신 헤드셋을 작동하기 위한 프로세스(225)가 도시되어 있다. 프로세스(225)에서는 제1 마이크로폰

(227)이 제1 마이크로폰 신호를 생성하고, 제2 마이크로폰(229)이 제2 마이크로폰 신호를 생성한다. 방법(225)이 두 개의

마이크로폰에 대하여 도시되었으나, 두 개 초과의 마이크로폰 및 마이크로폰 신호가 사용될 수 있음을 이해할 것이다. 마

이크로폰 신호는 언어 분리 프로세스(230) 내로 수신된다. 언어 분리 프로세스(230)는, 예를 들어, 블라인드 신호 분리 프

로세스일 수 있다. 보다 구체적인 예에서는, 언어 분리 프로세스(230)가 독립 성분 분석 프로세스일 수 있다. "다중-변환기

배열에서 목표 음향 신호의 분리(Separation of Target Acoustic Signals in a Multi-Transducer Arrangement)" 제목의

미국특허출원 10/897,219호는 언어 신호 생성을 위한 구체적인 프로세스를 보다 온전히 기술하는데, 이는 그 전체가 여기

에 포함된다. 언어 분리 프로세스(230)는 정결 언어 신호(231)를 생성한다. 정결 언어 신호(231)는 전송 서브시스템

(transmission subsystem)(232) 내로 수신된다. 전송 서브시스템(232)은, 예를 들어, 블루투스 라디오, IEEE 802.11 라

디오, 또는 유선 연결일 수 있다. 더 나아가, 전송은 로컬 지역 라디오 모듈 또는 광지역 인프라스트럭쳐를 위한 라디오로

의 전송일 수 있음을 이해할 것이다. 이러한 방법으로, 전송된 신호(235)는 정결 언어 신호를 나타내는 정보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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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0을 참조하면, 통신 헤드셋을 작동하기 위한 프로세스(250)가 도시되어 있다. 통신 프로세스(250)에서는 제1 마이크

로폰(251)이 제1 마이크로폰 신호를 언어 분리 프로세스(254)에 제공하고, 제2 마이크로폰(252)이 제2 마이크로폰 신호

를 언어 분리 프로세스(254)에 제공한다. 언어 분리 프로세스(254)는 정결 언어 신호(255)를 생성하고, 이는 전송 서브시

스템(258) 내로 수신된다. 전송 서브시스템(258)은, 예를 들어, 블루투스 라디오, IEEE 802.11 라디오, 또는 유선 연결일

수 있다. 전송 서브시스템은 전송 신호(262)를 제어 모듈 또는 기타 원격 라디오로 전송한다. 정결 언어 신호(255)는 또한

사이드 톤 프로세싱 모듈(side tone processing module)(256)에 의해 수신된다. 사이드 톤 프로세싱 모듈(256)은 감쇠된

정결 언어 신호를 로컬 스피커(260)에 피드(feed)시킨다. 이러한 방법으로, 헤드셋 상의 이어피스는 사용자에게 보다 자연

스러운 오디오 피드백(feedback)을 제공한다. 사이드 톤 프로세싱 모듈(256)은 로컬 음향 조건에 대응하여 스피커(260)

에 보내진 사이드 톤 신호의 볼륨(volume)을 조절할 수 있음을 이해할 것이다. 예를 들어, 언어 분리 프로세스(254)는 또

한 소음 볼륨을 나타내는 신호를 출력할 수도 있다. 로컬하게(locally) 소란한 환경에서는, 사이드 톤 프로세싱 모듈(256)

이 더 높은 레벨의 정결 언어 신호를 피드백으로서 사용자에게 출력하도록 조절될 수 있다. 사이드 톤 프로세싱 신호를 위

한 감쇠 레벨을 지정함에 있어 기타 인자가 사용될 수 있음을 이해할 것이다.

무선 통신 헤드셋을 위한 신호 분리 프로세스는 로버스트하고 정확한 음성 활동 감지기(voice activity detector)로부터

유익을 얻을 수 있다. 특히 로버스트하고 정확한 음성 활동 감지(voice activity detection, VAD) 프로세스가 도 11에 도

시되어 있다. VAD 프로세스(265)는 두 개의 마이크로폰을 가지는데, 마이크로폰 중 첫 번째는 블록(266)에 나타난 바와

같이 두 번째 마이크로폰보다 화자의 입에 근접하도록 무선 헤드셋 상에 위치한다. 각 마이크로폰은 블록(267)에 나타난

바와 같이 각기 마이크로폰 신호를 생성한다. 음성 활동 감지기는 블록(268)에 나타난 바와 같이 마이크로폰 신호 각각의

에너지 레벨을 모니터(monitors)하고 측정된 에너지 레벨을 비교한다. 하나의 단순한 구현예에서는, 신호 간 에너지 레벨

의 차이가 사전 규정된 임계를 초과하는지에 대해 마이크로폰 신호가 모니터된다. 이러한 임계값은 고정적이거나, 또는 음

향 환경에 따라 적응하는 것일 수 있다. 에너지 레벨의 크기를 비교함으로써, 음성 활동 감지기는 에너지 급등이 목표 사용

자의 이야기에 의해 일어난 것인지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다. 통상적으로, 비교는 다음의 결과 중 하나로 이어진다:

(1) 블록(269)에 나타난 바와 같이, 제1 마이크로폰 신호가 제2 마이크로폰 신호보다 높은 에너지 레벨을 가지는 경우. 신

호의 에너지 레벨 간 차이는 사전 규정된 임계값을 초과한다. 제1 마이크로폰이 화자에게 더 근접하기 때문에, 이러한 에

너지 레벨의 관계는, 블록(272)에 나타난 바와 같이, 목표 사용자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며; 원하는 언어 신호가

존재한다는 것을 나타내도록 제어 신호가 사용될 수 있고, 또는

(2) 블록(270)에 나타난 바와 같이, 제2 마이크로폰 신호가 제1 마이크로폰 신호보다 높은 에너지 레벨을 가지는 경우. 신

호의 에너지 레벨 간 차이는 사전 규정된 임계값을 초과한다. 제1 마이크로폰이 화자에게 더 근접하기 때문에, 이러한 에

너지 레벨의 관계는, 블록(273)에 나타난 바와 같이, 목표 사용자가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나타내며; 신호가 소음뿐

이라는 것을 나타내도록 제어 신호가 사용될 수 있다.

실제로 하나의 마이크로폰이 사용자의 입에 더 근접하기 때문에, 그 마이크로폰에서 그 언어 컨텐트가 소리가 더 클 것이

고 사용자의 언어 활동은 두 기록된 마이크로폰 채널 사이의 동반하는(accompanying) 큰 에너지 차이로 추적(tracked)될

수 있다. 또한, BSS/ICA 단계가 다른 채널로부터 사용자의 언어를 제거하기 때문에, 채널 간 에너지 차이는 BSS/ICA 출력

레벨에서는 더 커질 수 있다. BSS/ICA 프로세스로부터의 출력 신호를 사용하는 VAD가 도 13에 나타나 있다. VAD 프로

세스(300)는 두 개의 마이크로폰을 가지는데, 마이크로폰 중 첫 번째는 블록(301)에 나타난 바와 같이 두 번째 마이크로폰

보다 화자의 입에 근접하도록 무선 헤드셋 상에 위치한다. 각 마이크로폰은 각기 마이크로폰 신호를 생성하고, 이는 신호

분리 프로세스 내로 수신된다. 신호 분리 프로세스는 블록(302)에 나타난 바와 같이 소음-우세(noise-dominant) 신호와

또한 언어 컨텐트를 가지는 신호를 생성한다. 음성 활동 감지기는 블록(303)에 나타난 바와 같이 신호 각각의 에너지 레벨

을 모니터하고 측정된 에너지 레벨을 비교한다. 하나의 단순한 구현예에서는, 신호 간 에너지 레벨의 차이가 사전 규정된

임계를 초과하는지에 대해 신호가 모니터된다. 이러한 임계값은 고정적이거나, 또는 음향 환경에 따라 적응하는 것일 수

있다. 에너지 레벨의 크기를 비교함으로써, 음성 활동 감지기는 에너지 급등이 목표 사용자의 이야기에 의해 일어난 것인

지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다. 통상적으로, 비교는 다음의 결과 중 하나로 이어진다:

(1) 블록(304)에 나타난 바와 같이, 언어-컨텐트 신호가 소음-우세 신호보다 높은 에너지 레벨을 가지는 경우. 신호의 에

너지 레벨 간 차이는 사전 규정된 임계값을 초과한다. 언어-컨텐트 신호가 언어 컨텐트를 가지는 것으로 사전 결정되어 있

기 때문에, 이러한 에너지 레벨의 관계는, 블록(307)에 나타난 바와 같이, 목표 사용자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

며; 원하는 언어 신호가 존재한다는 것을 나타내도록 제어 신호가 사용될 수 있고,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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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블록(305)에 나타난 바와 같이, 소음-우세 신호가 언어-컨텐트 신호보다 높은 에너지 레벨을 가지는 경우. 신호의 에

너지 레벨 간 차이는 사전 규정된 임계값을 초과한다. 언어-컨텐트 신호가 언어 컨텐트를 가지는 것으로 사전 결정되어 있

기 때문에, 이러한 에너지 레벨의 관계는, 블록(308)에 나타난 바와 같이, 목표 사용자가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나

타내며; 신호가 소음뿐이라는 것을 나타내도록 제어 신호가 사용될 수 있다.

이채널 VAD의 다른 예에서는, 도 11 및 도 13을 참조하여 설명된 프로세스가 모두 사용된다. 이 배열에서는, VAD가 마이

크로폰 신호를 사용하여 하나의 비교를 하고(도 11), 신호 분리 프로세스로부터의 출력을 사용하여 또 다른 비교를 한다

(도 13). 마이크로폰 기록 레벨 및 ICA 단계의 출력에서의 에너지 차이의 복합 형태가 사용되어 현재 프로세스되는 프레임

(frame)이 원하는 언어를 포함하는지 여부에 대한 로버스트한 평가가 제공될 수 있다.

이채널 음성 감지 프로세스(265)는 알려져 있는 단일 채널 감지기에 대해 현저한 장점을 가진다. 예를 들어, 라우드스피커

상의 음성은 단일 채널 감지기가 언어가 존재하는 것을 나타내게 할 수 있는데, 이채널 프로세스(265)는 라우드스피커가

목표 화자보다 멀리 있음을 이해할 것이고 따라서 채널 중의 큰 에너지 차이를 초래하지 않음으로써 소음임을 나타낼 것이

다. 에너지 측정만에 근거한 신호 채널 VAD는 신뢰성이 낮으므로, 그 유용성은 크게 제한되었으며, 선험적으로(a priori)

원하는 화자의 언어 시간 및 주파수 모델 또는 제로 교차 속도(zero crossing rates)와 같은 추가적인 기준으로 보완될 필

요가 있었다. 그러나 이채널 프로세스(265)의 로버스트니스 및 정확도는 VAD가 무선 헤드셋의 작동을 감독, 제어, 및 조

절하는 데 중심적인 역할을 하게 한다.

활동적인(active) 언어를 포함하지 않는 디지털 음성 샘플을 VAD가 감지하는 메커니즘은 다양한 방법으로 구현될 수 있

다. 그러한 메커니즘 한 가지에는 짧은 기간에 걸쳐(여기서, 기간의 길이는 통상적으로 10 내지 30msec의 범위 내에 있다)

디지털 음성 샘플의 에너지 레벨을 모니터하는 것이 수반된다. 채널 간 에너지 레벨 차이가 고정된 임계를 초과하면, 디지

털 음성 샘플은 활동적인 것으로 선언되고, 그렇지 않으면 비활동적인(inactive) 것으로 선언된다. 대안적으로, VAD의 임

계 레벨이 적응성일 수 있으며, 배경 소음 에너지가 추적될 수 있다. 이것 역시 다양한 방법으로 구현될 수 있다. 일 실시예

에서는, 쾌적 소음 추정기(comfort noise estimator)에 의한 배경 소음 추정치와 같은 특정 임계보다 현재 기간의 에너지

가 충분히 크면, 디지털 음성 샘플은 활동적인 것으로 선언되고, 그렇지 않으면 비활동적인 것으로 선언된다.

적응성 임계 레벨을 활용하는 단일 채널 VAD에서는, 제로 교차 속도, 스펙트럴 틸트(spectral tilt), 에너지 및 스펙트럴 동

력(dynamics)과 같은 언어 파라미터가 측정되고 소음에 대한 값과 비교된다. 음성에 대한 파라미터가 소음에 대한 파라미

터와 현저히 다르면, 이는 디지털 음성 샘플의 에너지 레벨이 낮은 경우에도 활동적인 언어가 존재한다는 것을 나타낸다.

본 실시예에서는, 상이한 채널들 간에 비교가, 특히 음성-중심 채널(예를 들면, 음성+소음 또는 기타)과 다른 채널과의 비

교가 이루어질 수 있는데, 이 다른 채널이 분리된 소음 채널이건, 향상 또는 분리되었거나 되지 않은 소음 중심 채널(예를

들면, 소음+음성)이건, 또는 소음에 대한 저장된 또는 추정된 값이건 간에 그러하다.

비활동적인 언어를 감지하는 데에 디지털 음성 샘플의 에너지를 측정하는 것이 충분할 수 있으나, 오디오 스펙트라 및 장

기(long term) 배경 소음이 있는 긴 음성 세그먼트(segments) 사이의 구별에 있어 고정된 임계에 대한 디지털 음성 샘플

의 스펙트럴 동력이 유용할 수 있다. 스펙트럴 분석을 이용하는 VAD의 예시적 실시예에서는, VAD가 이타쿠라(Itakura)

또는 이타쿠라-사이토(Itakura-Saito) 왜곡을 사용하는 자기상관(auto-correlation)을 수행하여 배경 소음에 근거한 장

기 추정치를 디지털 음성 샘플의 기간에 근거한 단기 추정치에 대해 비교한다. 이에 더해, 음성 인코더(voice encoder)에

의해 지원된다면, 선스펙트럼 쌍(line spectrum pairs, LSPs)을 사용하여 배경 소음에 근거한 장기 LSP 추정치를 디지털

음성 샘플의 기간에 근거한 단기 추정치에 대해 비교할 수 있다. 대안적으로, 스펙트럼이 다른 소프트웨어 모듈로부터 사

용가능할 때 FFT 방법이 사용될 수 있다.

바람직하게는, 활동적인 언어가 있는 디지털 음성 샘플의 활동적인 기간 끝에는 행오버(hangover)가 적용되어야 할 것이

다. 행오버는 짧은 비활동적 세그먼트를 브리지(bridges)시켜 조용하고 처지는 (/s/와 같은) 무성음(unvoiced sounds) 또

는 저 SNR 전이(low SNR transition) 컨텐트가 활동적인 것으로 분류될 것을 보장한다. 행오버의 양은 VAD의 작동 모드

에 따라 조절될 수 있다. 긴 활동 기간 다음의 기간이 명백히 비활동적이면(즉, 매우 낮은 에너지에 스펙트럼이 측정된 배

경 소음과 유사한 경우), 행오버 기간의 길이는 감소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활동적 언어 분출 다음에 오는 약 20 내지

500msec의 범위의 비활동적 언어는 행오버에 의해 활동적 언어로 선언될 것이다. 임계는 약 -100 및 약 -30dBm 사이에

서 조절될 수 있고 디폴트 값이 약 -60dBm 내지 약 -50dBm 사이이며, 임계는 음성의 질, 시스템 효율 및 대역너비 요건,

또는 가청 임계 레벨에 근거한다. 대안적으로, 임계는 적응성으로서, 소음의(예를 들면, 다른 채널에서의) 값 이상의 어떠

한 고정된 또는 가변인 값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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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적 실시예에서, VAD는 음성 질, 시스템 효율 및 대역너비 요건 사이에 시스템 트레이드오프를 제공하도록 복수의 모

드에서 작동하게 설정될 수 있다. 일 모드에서는, VAD가 언제나 꺼있고(disabled) 모든 디지털 음성 샘플을 활동적 언어

로 선언한다. 그러나 통상적인 전화 대화는 60퍼센트까지의 침묵 또는 비활동적 컨텐트를 가진다. 그러므로 이러한 기간

중에 활동적인 VAD에 의해 디지털 음성 샘플이 억제되면 높은 대역너비 게인이 구해질 수 있다. 더욱이, VAD에 의해서

는, 특히 적응성 VAD에 의해서는 에너지 절약, 저감된 프로세싱 요건, 향상된 음성 질 또는 개선된 유저 인터페이스와 같

은 여러 가지 시스템 효율성이 구해질 수 있다. 활동적인 VAD는 활동적인 언어를 포함하는 디지털 음성 샘플을 감지하려

고 시도할 뿐만 아니라, 고품질 VAD는 또한 소음 또는 음성의 에너지 또는 소음 및 언어 샘플 사이의 값 범위를 포함하는

(분리된 또는 분리되지 않은) 디지털 음성(소음) 샘플의 파라미터를 감지 및 활용할 수 있다. 이와 같이, 활동적인 VAD, 특

히 적응성 VAD는 시스템 효율을 증가시키는, 분리 및/또는 후(전)처리 단계의 변조를 포함하는 여러 가지 추가적 특징

(features)을 가능하게 한다. 예를 들어, 디지털 음성 샘플을 활동적 언어로 파악하는 VAD는 분리 프로세스 또는 어떠한

전/후처리 단계를 키거나 끄도록 스위치하거나, 대안적으로는, 상이한 분리 및/또는 프로세싱 기법 또는 그 복합형태를 적

용할 수 있다. VAD가 활동적 언어를 파악하지 않으면, VAD는 또한 상이한 배경 소음의 감쇠 또는 상쇄, 소음 파라미터 추

정 또는 신호 및/또는 하드웨어 파라미터의 정상화(normalizing) 또는 변조를 포함하는 상이한 프로세스를 변조할 수 있

다.

도 12를 참조하면, 통신 프로세스(275)가 도시되어 있다. 통신 프로세스(275)에서는 제1 마이크로폰(277)이 언어 분리 프

로세스(280) 내로 수신되는 제1 마이크로폰 신호(278)를 생성한다. 제2 마이크로폰(275)은 역시 언어 분리 프로세스

(280) 내로 수신되는 제2 마이크로폰 신호(282)를 생성한다. 일 설정예에서는, 음성 활동 감지기(285)가 제1 마이크로폰

신호(278) 및 제2 마이크로폰 신호(282)를 수신한다. 마이크로폰 신호는 필터, 디지털화(digitized), 또는 기타 방법으로

프로세스될 수 있음을 이해할 것이다. 제1 마이크로폰(277) 마이크로폰(279)보다 화자의 입에 더 근접하게 위치한다. 이

러한 사전 규정된 배열은 언어 신호의 단순화된 파악과 또한 개선된 음성 활동 감지를 가능하게 한다. 예를 들어, 이채널

음성 활동 감지기(285)는 도 11 또는 도 13을 참조하여 설명된 프로세스와 유사한 프로세스를 작동할 수 있다. 음성 활동

감지 회로의 일반적인 디자인은 잘 알려져 있으므로, 상세히 설명되지 않을 것이다. 유리하게, 음성 활동 감지기(285)는 도

11 또는 도 13을 참조하여 설명한 것과 같은, 이채널 음성 활동 감지기이다. 이것은 VAD(285)가 온당한 SNR에 대해 특별

히 로버스트하고 정확하며, 따라서 통신 프로세스(275)에서 코어 제어 메커니즘(core control mechanism)으로 확신 있

게 사용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채널 음성 활동 감지기(285)는 언어를 감지할 때, 제어 신호(286)를 생성한다.

제어 신호(286) 통신 프로세스(275) 내의 여러 프로세스를 가동, 제어, 또는 조절하는 데 유리하게 사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언어 분리 프로세스(280)는 적응성이어서 구체적인 음향 환경에 따라 학습하는 것일 수 있다. 언어 분리 프로세스

(280)는 또한 특정 마이크로폰 배치, 음향 환경, 또는 특정 사용자의 언어에 적응할 수 있다. 언어 분리 프로세스의 적응성

을 개선하기 위해, 음성 활동 제어 신호(286)에 대응하여 학습 프로세스(288)가 가동될 수 있다. 이러한 방법으로, 언어 분

리 프로세스는 언어가 발생하고 있을 가능성이 큰 때에만 그 적응성 학습 프로세스를 적용한다. 또한, 소음만이 존재(또는

대안적으로, 부재)할 때에는 학습 프로세스를 비가동시킴으로써, 프로세싱 및 배터리 파워를 보존시킬 수 있다.

설명의 목적으로, 언어 분리 프로세스가 독립 성분 분석(ICA) 프로세스로 설명될 것이다. 일반적으로, ICA 모듈은 원하는

화자가 이야기하고 있지 않은 때에는 그 주요 분리 함수(function)를 수행할 수 없으며, 따라서 꺼놓을 수 있다. 이러한 "켜

짐(on)" 및 "꺼짐(off)" 상태는 구체적인 스펙트럴 특색(spectral signatures)과 같은 원하는 화자 선험적 지식 또는 입력

채널 간의 에너지 컨텐트 비교에 근거하여 음성 활동 감지 모듈(285)에 의해 모니터 및 제어될 수 있다. 언어가 존재하지

않을 때 ICA를 꺼놓음으로써, ICA 필터는 부적절하게 적응하지 않아, 그러한 적응이 분리 개선을 달성할 수 있을 때에만

적응을 가능하게 한다. ICA 필터의 적응을 제어하는 것은 ICA 프로세스가 오랜 기간 동안의 원하는 화자 침묵 후에도 양호

한 분리 질을 달성 및 유지하고 ICA 단계가 해결하지 못하는 상황을 다루려는 보람 없는(unfruitful) 분리 노력에 의한 알

고리듬 특이사항(singularities)을 방지할 수 있게 한다. 다양한 ICA 알고리듬은 등방성(isotropic) 소음에 대해 상이한 정

도의 로버스트니스 또는 안정성을 나타내지만, 원하는 화자 부재(또는 대안적으로, 소음 부재) 중에 ICA 단계를 꺼놓는 것

은 방법론에 현저한 로버스트니스 또는 안정성을 부가한다. 또한, 소음만이 존재할 때 ICA 프로세싱을 비가동시킴으로써,

프로세싱 및 배터리 파워를 보존시킬 수 있다.

ICA 구현에 대한 일 예에서는 무한 임펄스 반응 필터(infinite impulsive response filters)가 사용되기 때문에, 이론적 방

법으로 복합된/학습된 프로세스의 안정성이 항상 보장될 수는 없다. 그러나 동일한 성능을 가진 FIR 필터에 비한 IIR 필터

시스템의 매우 바람직한 효율, 즉 동급 ICA FIR 필터는 훨씬 길며 현저히 더 높은 MIPS를 요구함, , 및 현재 IIR 필터 구조

에서 백색화 아티팩트(whitening artifacts)의 부재는 매력 있으며, 닫힌 루프(closed loop) 시스템의 폴(pole) 배치에 대

략적으로 관련되는 안정성 체크(stability checks)가 포함되어, 필터 히스토리(filter history) 초기 조건과 또한 ICA 필터

초기 조건의 리셋(reset)을 트리거링(triggering)한다. IIR 필터링 자체가 과거 필터 에러(수치상 불안정성)의 축적에 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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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계 출력치(non bounded outputs)의 결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유한 정밀 코딩(coding)에서 불안정성을 체크하기 위

해 사용되는 기법 전반이 사용될 수 있다. 이상(anomalies)을 감지하고 필터 및 필터링 히스토리를 감독(supervisory) 모

듈에 의해 제공된 값들로 리셋하는 데 ICA 필터링 단계로의 입력 및 출력 에너지의 명시적 평가가 사용된다.

다른 예에서는, 볼륨 조절(289)을 지정하는 데 음성 활동 감지기 제어 신호(286)가 사용된다. 예를 들어, 음성 활동이 감지

되지 않는 때에는 언어 신호(281)에 대한 볼륨이 상당히 감소될 수 있다. 다음, 음성 활동이 감지될 때에는 언어 신호(281)

에 대한 볼륨이 증가될 수 있다. 이러한 볼륨 조절은 또한 어떠한 후처리 단계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 이는 더 나은 통신 신

호를 가능하게 할 뿐만 아니라, 제한된 배터리 파워를 절약한다. 유사한 방법으로, 음성 활동이 감지되지 않을 때 소음 감

소 프로세스가 보다 적극적으로(aggressively) 작동할 수 있는 때를 판단하는 데 소음 추정 프로세스(290)가 사용될 수 있

다. 소음 추정 프로세스(290)는 이제 신호가 소음뿐인 때를 알기 때문에, 소음 신호를 보다 정확하게 특징지을 수 있다. 이

러한 방법으로, 소음 프로세스는 실제 소음 특징에 더 잘 맞게 조절될 수 있으며, 언어가 없는 기간에 보다 적극적으로 적

용될 수 있다. 다음, 음성 활동이 감지될 때, 소음 감소 프로세스는 언어 신호에 퇴화하는 효과를 더 적게 하도록 조절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일부 소음 감소 프로세스는 소음을 감소하는 데에는 매우 효과적이더라도 언어 신호에 원하지 않는 아티

팩트를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소음 프로세스는 언어 신호가 존재하지 않는 때에 작동될 수 있으나, 언어가

존재할 가능성이 클 때에는 꺼지거나 조절될 수 있다.

다른 예에서는, 일부 소음 감소 프로세스(292)를 조절하는 데 제어 신호(286)가 사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소음 감소 프

로세스(292)는 스펙트럴 차감(spectral subtraction) 프로세스일 수 있다. 보다 상세하게는, 신호 분리 프로세스(280)가

소음 신호(296) 및 언어 신호(281)를 생성한다. 언어 신호(281)는 여전히 소음 성분을 가질 수 있으며, 소음 신호(296)가

소음을 정확하게 특징짓기 때문에, 언어 신호에서 소음을 더 제거하는 데 스펙트럴 차감 프로세스(292)가 사용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스펙트럴 차감은 또한 나머지 언어 신호의 에너지 레벨을 감소시킨다. 이에 따라, 제어 신호가 언어가 존재

하는 것으로 나타낼 때, 소음 감소 프로세스는 나머지 언어 신호에 상대적으로 작은 증폭을 적용시킴으로써 스펙트럴 차감

에 대해 보상하도록 조절될 수 있다. 이 적은 레벨의 증폭은 그 결과 보다 자연스럽고 일정한 언어 신호를 제공한다. 또한,

소음 감소 프로세스(290)은 스펙트럴 차감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수행되었는지 알기 때문에, 증폭 레벨은 상응하게 조절될

수 있다.

제어 신호(286)는 또한 자동 게인 제어(automatic gain control, AGC) 함수(function)(294)를 제어하는 데 사용될 수도

있다. AGC는 언어 신호(281)의 출력에 적용되고, 언어 신호를 사용가능한 에너지 레벨로 유지하는 데 사용된다. AGC는

언어가 존재하는 때를 알기 때문에, AGC는 보다 정확하게 게인 제어를 언어 신호에 적용할 수 있다. 출력 언어 신호를 보

다 정확하게 제어 또는 정상화함으로써, 후처리 함수가 보다 용이하고 효과적으로 적용되게 할 수 있다. 제어 신호(286)가

기타 후처리(295) 함수를 포함하여 통신 시스템 내의 여러 프로세스를 제어 또는 조절하는 데에 유리하게 사용될 수 있음

이 이해될 것이다.

예시적 실시예에서, AGC는 완전 적응성(fully adaptive)이거나 고정된 게인을 가질 수 있다. 바람직하게는, AGC가 약 -

30dB 내지 30dB 범위의 완전 적응성 작동 모듈을 지원한다. 디폴트 게인 값이 독립적으로 설립될 수 있는데, 통상적으로

0dB이다. 적응성 게인 제어가 사용되면, 초기 게인 값은 이 디폴트 게인에 의해 특정된다. AGC는 입력 신호(281)의 파워

레벨에 상응하게 게인 인수를 조절한다. 낮은 에너지 레벨의 입력 신호(281)는 쾌적한 음레벨(sound level)로 증폭되고,

높은 에너지 신호는 감쇠된다.

증배기(multiplier)는 입력 신호에 게인 인수를 적용하고 이는 그 다음 출력된다. 초기에는 통상적으로 0dB인 디폴트 게인

이 입력 신호에 적용된다. 파워 추정기(power estimator)는 게인 조절된 신호의 단기 평균 파워(short term average

power)를 추정한다. 입력 신호의 단기 평균 파워는 바람직하게는 매 여덟 샘플마다 계산되는데, 통상적으로 8kHz 신호에

서 매 1ms이다. 클립핑 논리(clipping logic)는 단기 평균 파워를 분석하여 사전 결정된 클립핑 임계보다 큰 진폭

(amplitudes)을 가진 게인 조절된 신호를 파악한다. 클립핑 논리는 게인 조절된 신호의 진폭이 사전 결정된 클립핑 임계를

초과할 때 입력 신호를 미디어 큐(media queue)로 직접 연결하는 AGC 바이패스 스위치(AGC bypass switch)를 제어한

다.AGC 바이패스 스위치는 AGC가 게인 조절된 신호의 진폭이 클립핑 임계 미만으로 하강하도록 적응할 때까지 업(up)

또는 바이패스 위치에 남아 있는다.

설명된 예시적 실시예에서, AGC는 천천히 적응하도록 디자인되는데, 오버플로우(overflow) 또는 클립핑이 감지되면 어

느 정도 빠르게 적응해야 할 것이다. 시스템 관점에서 보면, AGC 적응은 음성이 비활동적인 것으로 VAD가 판단하면 배경

소음을 감쇠 또는 상쇄하도록 디자인되거나 고정되어야 할 것이다.

다른 예에서, 제어 신호(286)는 전송 서브시스템(291)을 가동 및 비가동시키는 데 사용될 수 있다. 특히, 전송 서브시스템

(291)이 무선 라디오이면, 무선 라디오는 음성 활동이 감지되는 때에만 가동되거나 또는 온전히 파워공급(powered)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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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이러한 방법으로, 음성 활동이 감지되지 않을 때에는 전송 파워가 감소될 수 있다. 로컬 라디오 시스템은 배터리에

의해 파워공급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전송 파워를 절약하는 것은 헤드셋 시스템에 사용성을 증가시켜 준다. 일 예에서

는, 전송 시스템(291)으로부터 전송되는 신호가 제어 모듈 내의 상응하는 블루투스 수신기에 의해 수신될 블루투스 신호

(293)이다.

도 14를 참조하면, 통신 프로세스(350)가 도시되어 있다. 통신 프로세스(350)에서는 제1 마이크로폰(351)이 제1 마이크

로폰 신호를 언어 분리 프로세스(355)에 제공하고, 제2 마이크로폰(352)이 제2 마이크로폰 신호를 언어 분리 프로세스

(355)에 제공한다. 언어 분리 프로세스(355)는 상대적으로 정결한 언어 신호(356)와 또한 음향 소음(357)을 나타내는 신

호를 생성한다. 이채널 음성 활동 감지기(360)는 언어가 발생하고 있을 가능성이 큰 때가 언제인지 판단하기 위하여 언어

분리 프로세스로부터 한 쌍의 신호를 수신하고, 언어가 발생하고 있을 가능성이 큰 때에 제어 신호(361)를 생성한다. 음성

활동 감지기(360)는 도 11 또는 도 13을 참조하여 설명된 것과 같은 VAD 프로세스를 작동한다. 제어 신호(361)는 소음

추정 프로세스(363)를 가동 또는 조절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신호(357)가 언어를 포함하지 않을 가능성이 큰 때를 소음

추정 프로세스(363)가 안다면, 소음 추정 프로세스(363)는 보다 정확하게 소음을 특징지을 수 있다. 음향 소음의 특징에

대한 이러한 지식은 다음으로 소음 감소 프로세스(365)에서 소음을 보다 온전히 그리고 정확하게 감소시키는 데 사용될

수 있다. 언어 분리 프로세스로부터 오는 언어 신호(356)는 얼마의 소음 성분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추가의 소음 감소 프

로세스(365)가 언어 신호의 질을 더 개선시킬 수 있다. 이러한 방법으로 전송 프로세스(368)로부터 수신된 신호는 소음 성

분이 더 낮은, 더 나은 질을 가지게 된다. 제어 신호(361)가 언어 분리 프로세스의 가동 또는 소음 감소 프로세스 또는 전송

프로세스의 가동과 같이 통신 프로세스(350)의 기타 측면을 제어하는 데 사용될 수 있음도 이해할 것이다. (분리된 또는

분리되지 않은) 소음 샘플의 에너지는 출력 향상(output enhanced) 음성의 에너지 또는 원단(far end) 사용자의 언어의

에너지를 변조하는 데 활용될 수 있다. 더 나아가, VAD는 발명 프로세스의 이전, 중, 및 이후에 신호의 파라미터를 변조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설명된 분리 프로세스는 적어도 두 개의 이격된 마이크로폰 한 세트를 사용한다. 일부 경우에는, 마이크로폰

이 화자의 음성까지 상대적으로 직접적인 경로를 가지는 것이 요망된다. 이러한 경로에서는, 화자의 음성이 어떠한 방해하

는 물리적 장애물 없이 각 마이크로폰에 직접적으로 이동한다. 다른 경우에는, 마이크로폰이 하나는 상대적으로 직접적인

경로를 가지고 다른 하나는 화자로부터 돌이켜 향하도록 배치될 수 있다. 구체적인 마이크로폰 배치는, 예를 들어, 의도하

는 음향 환경, 물리적 제한, 및 사용가능한 프로세싱 파워에 따라 이루어질 수 있음을 이해할 것이다. 보다 로버스트한 분

리를 요구하는 응용에서, 또는 배치 제약이 더 많은 수의 마이크로폰이 유용하게 하는 곳에서는 분리 프로세스가 둘 이상

의 마이크로폰을 가질 수 있다. 예를 들어, 일부 응용에서는 화자가 하나 이상의 마이크로폰으로부터 차폐된 위치에 화자

가 배치되는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적어도 두 개의 마이크로폰이 화자의 음성까지 상대적으로 직접적인 경

로를 가질 가능성을 증가시키도록 추가의 마이크로폰이 사용될 것이다. 마이크로폰 각각은 언어 소스와 또한 소음원으로

부터 음향 에너지를 수신하고, 언어 성분 및 소음 성분 모두를 가지는 복합 마이크로폰 신호를 생성한다. 마이크로폰 각각

은 다른 모든 마이크로폰으로부터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각 마이크로폰은 어느 정도 상이한 복합 신호를 생성할 것이다.

예를 들어, 소음 및 언어의 상대적인 컨텐트는 다양할 수 있으며, 또한 각 음원에 대한 타이밍 및 지연도 그러하다.

각 마이크로폰에서 생성된 복합 신호는 분리 프로세스에 의해 수신된다. 분리 프로세스는 수신된 복합 신호를 프로세스하

고 언어 신호와 소음을 나타내는 신호를 생성한다. 일 예에서는, 분리 프로세스가 두 개의 신호를 생성하는 독립 성분 분석

(ICA) 프로세스를 사용한다. ICA 프로세스는, 바람직하게는 비선형 유계 함수(nonlinear bounded functions)를 가진 무한

임펄스 반응 필터인, 크로스 필터(cross filters)를 사용하여 수신된 복합 신호를 필터한다. 비선형 유계 함수는 빨리 연산

될 수 있는 사전 결정된 최고 및 최저 값을 가지는 비선형 함수, 예를 들어, 입력값에 근거하여 양수 또는 음수 값을 출력하

는 사인 함수이다. 신호의 반복 피드백 후, 출력 신호의 두 채널이 제공되는데, 한 채널은 소음이 우세하여 실질적으로 소

음 성분으로 이루어지고, 다른 한 채널은 소음 및 언어의 복합형태를 포함한다. 본 명세와 일관하는 기타 ICA 필터 함수 및

프로세스가 사용될 수 있음이 이해될 것이다. 대안적으로, 본 발명에는 기타 소스 분리 기법의 이용이 사료된다. 예를 들

어, 분리 프로세스는 상당히 유사한 신호 분리를 달성하기 위해 음향 환경에 대한 어느 정도의 선험적 지식을 사용하는 응

용 특유의(application specific) 적응성 필터 프로세스 또는 블라인드 신호 소스(BSS) 프로세스를 사용할 수 있다.

헤드셋 배열에서, 마이크로폰들의 상대적 위치를 사전에 알 수 있으며, 이러한 위치 정보는 언어 신호를 파악하는 데 유용

하다. 예를 들어, 일부 마이크로폰 배열에서는, 마이크로폰 중 하나가 화자에게 가장 근접하고 다른 마이크로폰 모두는 더

멀리 있을 가능성이 매우 클 수 있다. 이러한 사전 규정된 위치 정보를 사용하여, 파악 프로세스(identification process)가

분리된 채널 중 어느 것이 언어 신호가 되고 어느 것이 소음-우세 신호가 될지를 사전 결정할 수 있다. 이 접근법을 사용하

는 것은 먼저 신호를 현저히 프로세스할 필요 없이 어느 것이 언어 채널이고 어느 것이 소음-우세 채널인지 파악할 수 있

다는 장점을 가진다. 이에 따라, 이 방법은 효율적이고 빠른 채널 파악을 가능하게 하지만, 보다 규정된 마이크로폰 배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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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므로 유연성(flexibility)이 더 적다. 헤드셋에서는, 마이크로폰 중 하나가 언제나 화자의 입에 가장 근접하도록 마이

크로폰 배치가 선택될 수 있다. 파악 프로세스는 채널들이 올바르게 파악되었음을 확인하도록 여전히 하나 이상의 다른 파

악 프로세스를 적용할 수 있다.

도 15를 참조하면, 구체적인 분리 프로세스(400)가 도시되어 있다. 프로세스(400)는, 블록(402, 404)에 나타난 바와 같이,

음향 정보 및 소음을 수신하도록 변환기를 위치하고, 추가 프로세싱을 위해 복합 신호를 생성한다. 복합 신호는 블록(406)

에 나타난 바와 같이 채널로 프로세스된다. 흔히, 프로세스(406)는 적응성 필터 계수가 있는 한 세트의 필터를 포함한다.

예를 들어, 프로세스(406)가 ICA 프로세스를 사용하면, 프로세스(406)는 여러 필터를 가지며, 각각은 적응가능하고 조절

가능한 필터 계수를 가진다. 프로세스(406)가 작동함에 따라, 블록(421)에 나타난 바와 같이 계수는 분리 성능을 개선하도

록 조절되며, 블록(423)에 나타난 바와 같이 새 계수가 필터에 적용 및 사용된다. 필터 계수의 이러한 지속적인 적응은 프

로세스(406)가 변화하는 음향 환경에서도 충분한 레벨의 분리를 제공할 수 있게 한다.

프로세스(406)는 통상적으로 두 개의 채널을 생성하는데, 이는 블록(408)에서 파악된다. 구체적으로, 하나의 채널은 소음

-우세 신호로 파악되고, 다른 채널은 소음 및 정보의 복합형태일 수 있는 언어 신호로 파악된다. 블록(415)에 나타난 바와

같이, 소음-우세 신호 또는 복합 신호를 측정하여 신호 분리의 레벨을 감지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소음-우세 신호를 측정

하여 언어 성분의 레벨을 감지할 수 있고, 측정치에 대응하여 마이크로폰의 게인을 조절할 수 있다. 이러한 측정 및 조절은

프로세스(400)의 작동 중에 수행되거나, 프로세스를 위한 준비 중에 수행될 수 있다. 이러한 방법으로, 요망되는 게인 인수

가 디자인, 시험, 또는 제조 프로세스 중에 프로세스에 대해 선택 및 사전 규정되고, 이로 인해 프로세스(400)가 작동 중에

이러한 측정 및 지정을 수행하는 것에서 자유로워지게 할 수 있다. 또한, 게인의 올바른 지정은 디자인, 시험, 또는 제조 단

계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되는 고속 디지털 오실로스코프(oscilloscopes)와 같이 정교한 전자 시험 기구의 사용으로부

터 유익을 얻을 수 있다. 초기 게인 세팅(settings)은 디자인, 시험, 또는 제조 단계에서 이루어질 수 있고, 게인 세팅의 추

가적 튜닝은 프로세스(100)의 실제 작동(live operation) 중에 이루어질 수 있음이 이해될 것이다.

도 16은 ICA 또는 BSS 프로세싱 함수의 일 실시예(500)를 도시한다. 도 16 및 도 17을 참조하여 설명되는 ICA 프로세스

는 도 5, 도 6, 및 도 7에 도시된 헤드셋 디자인에 특히 적합하다. 이러한 구성은 잘 규정되고 사전 규정된 마이크로폰 배치

를 가지고, 두 언어 신호가 화자의 입 앞의 상대적으로 작은 "버블(bubble)"에서 추출될 수 있게 한다. 입력 신호 X1 및 X2

는 각각 채널(510) 및 채널(520)로부터 수신된다. 통상적으로, 이러한 신호 각각은 적어도 하나의 마이크로폰으로부터 올

것이지만, 기타 소스가 사용될 수 있음을 이해할 것이다. 크로스 필터 W1 및 W2는 입력 신호 각각에 적용되어 분리된 신

호 U1의 채널(530)과 분리된 신호 U2의 채널(540)을 제공한다. 채널(530)(언어 채널)은 주로 원하는 신호를 포함하고, 채

널(540)(소음 채널)은 주로 소음 신호를 포함한다. "언어 채널" 및 "소음 채널"이라는 용어가 사용되었으나, "언어" 및 "소

음"이라는 용어가 요망에 따라 상호변경가능함을, 예를 들면, 하나의 언어 및/또는 소음이 다른 언어 및/또는 소음보다 요

망되는 경우일 수 있음을 이해해야 할 것이다. 더 나아가, 방법은 또한 둘 이상의 소스로부터의 혼재 소음 신호를 분리하는

데에도 사용될 수 있다.

무한 임펄스 반응 필터는 본 프로세싱 프로세스에서 바람직하게 사용된다. 무한 임펄스 반응 필터는 그 출력 신호가 입력

신호의 적어도 일부로서 필터 내로 다시 피드(fed back)되는 필터이다. 유한 임펄스 반응 필터는 그 출력 신호가 입력으로

피드백되지 않는 필터이다. 크로스 필터 W21 및 W12는 시간에 걸쳐 성기게(sparsely) 분포된 계수를 가져 장기간의 시간

지연을 포착(capture)한다. 가장 단순화된 형태에서, 크로스 필터 W21 및 W12는 필터당 하나의 필터 계수만을 가진 게인

인수, 예를 들어 출력 신호 및 피드백 입력 신호 사이의 시간 지연에 대한 지연 게인 인수 및 입력 신호를 증폭시키기 위한

증폭 게인 인수다. 다른 형태에서는, 크로스 필터가 각각 수십(dozens), 수백 또는 수천 개의 필터 계수를 가질 수 있다. 후

술되는 바와 같이, 출력 신호 U1 및 U2는 후처리 서브모듈, 디노이징(de-noising) 모듈 또는 언어 특징 추출 모듈에 의해

더 프로세스될 수 있다.

블라인드 소스 분리를 달성하기 위해 ICA 학습 규칙(ICA learning rule)이 명시적으로 도출되었으나, 이를 음향 환경에서

의 언어 프로세싱에 대해 실용적으로 구현하는 것은 필터링 체계(scheme)의 불안정한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 시스

템의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W12 및 마찬가지로 W21의 적응 동력(adaptation dynamics)이 먼저 안정적이어야 한

다. 이러한 시스템에서는 게인 마진(gain margin)이 일반적으로 낮은데, 이것은 비고정(non stationary) 언어 신호에서 발

견되는 것과 같은 입력 게인의 증가는 불안정성으로, 그리고 따라서 가중치 계수(weight coefficients)의 기하급수적인

(exponential) 증가로 이어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언어 신호는 일반적으로 제로 평균(zero mean)으로 성긴(sparse) 분포

를 나타내기 때문에, 부호(sign) 함수는 시간에 대해 빈번히 진동(oscillate)하고 불안정한 행동에 기여할 것이다. 마지막으

로, 빠른 수렴(convergence)을 위해서는 큰 학습 파라미터가 요망되기 때문에, 안정성 및 성능 사이에는 본질적인 트레이

드오프가 있는데, 큰 입력 게인은 시스템을 더 불안정하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알려진 학습 규칙은 불안정성으로 이어질

공개특허 10-2007-0073735

- 24 -



뿐만 아니라, 또한 비선형 부호 함수에 의해 진동하는 경향이 있으며, 특히 안정성 한계에 접근할 때 그러한데, 이는 필터

된 출력 신호 U1(t) 및 U2(t)의 잔향으로 이어진다. 이러한 문제를 다루기 위해, W12 및 W21에 대한 적응 규칙(adaptation

rules)이 안정화될 필요가 있다. 필터 계수를 위한 학습 규칙이 안정적이고 X에서 U까지의 시스템 전달 함수(system

transfer function)의 닫힌 루프 폴이 단위 원(unit circle) 내에 위치하면, 시스템이 BIBO(유계 입력 유계 출력, bounded

input bounded output)에서 안정적임이 광범위한 분석 및 실험 조사에서 나타난 바 있다. 전체 프로세싱 체계의 마지막 상

응하는 목적은 따라서 안정성 제약 하에서 소란한 언어 신호의 블라인드 소스 분리가 될 것이다.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주요 방법은 따라서 입력을 적절하게 스케일(scale)하는 것이다. 본 프레임워크(framework)에서

스케일링 인수 sc_fact는 인커밍 입력 신호 특징에 근거하여 적응된다. 예를 들어, 입력이 너무 높으면, 이는 sc_fact의 증

가로 이어져 입력 증폭을 감소시킬 것이다. 성능 및 안정성 사이에 절충(compromise)이 있다. 입력을 sc_fact의 비율로

낮추어 스케일링하는 것은 SNR을 감소시키고 이는 저하된 분리 성능으로 이어진다. 입력은 따라서 안정성을 보장하는 데

필요한 정도로만 스케일되어야 할 것이다. 매 샘플마다 가중치 계수의 단기 요동(fluctuation)을 감안하는 필터 아키텍쳐를

실행시키고, 이로 인해 연관된 잔향을 방지함으로써 크로스 필터에 대해 추가적으로 안정화가 달성될 수 있다. 이러한 적

응 규칙 필터는 시간 영역 평활화(time domain smoothing)로 볼 수 있다. 추가적 필터 평활화가 주파수 영역에서 수행되

어 수렴된 분리 필터가 이웃하는 주파수 빈에 걸쳐 통일성(coherence)을 가지도록 할 수 있다. 이는 K-탭 필터(K-tap

filter)를 길이 L로 제로 탭핑(zero tapping)하고, 이 필터를 증가된 시간 지원(time support)으로 푸리에 변환(Fourier

transforming)한 뒤 역변환(Inverse Transforming)함으로써 간편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필터가 직사각형 시간 영역 윈

도우(window)로 효과적으로 윈도우(windowed)되었으므로, 이는 주파수 영역에서 사인 함수(sine function)에 의해 상응

하게 평활화된다. 이러한 주파수 영역 평활화는 규칙적인 시간 간격마다 달성되어 적응된 필터 계수를 통일성 있는 해

(coherent solution)로 주기적으로 재초기화(reinitialize)할 수 있다.

다음 수식은 매 시간 샘플 t에 대해 사용될 수 있는 ICA 필터 구조의 예로서, k는 시간 증분(time increment) 변수이다.

(식 1)

(식 2)

(식 3)

(식 4)

함수 f(x)는 비선형 유계 함수, 즉 사전 결정된 최고값 및 사전 결정된 최소값을 가지는 비선형 함수이다. 바람직하게는, f

(x)가 변수 x의 부호에 따라 최고값 또는 최소값에 빨리 접근하는 비선형 유계 함수이다. 예를 들어, 단순한 유계 함수로서

부호 함수가 사용될 수 있다. 부호 함수 f(x)는 x가 양수인지 음수인지에 따라 1 또는 -1의 두(binary) 값을 가지는 함수이

다. 비선형 유계 함수의 예는 다음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는 않는다.

(식 7)

(식 8)

(식 9)

이러한 규칙은 필요한 연산을 수행하기 위해 변동소수점 정밀도(floating point precision)이 사용가능함을 가정한다. 변동

소수점 정밀도가 바람직하지만, 고정소수점(fixed point) 산술 또한 사용될 수 있으며, 특히 최소의 연산 프로세싱 능력을

가진 장치에 적용될 때 그러하다. 고정소수점 산술을 이용할 능력에도 불구하고, 최적의 ICA 해(solution)로의 수렴은 더

어렵다. 실제로 ICA 알고리듬은 간섭하는 소스가 상쇄되어야 한다는 원칙에 근거한 것이다. 거의 동일한 수가 차감되는

(또는 매우 상이한 수가 가산되는) 때의 상황에서 고정소수점 산술의 일부 부정확성 때문에, ICA 알고리듬은 최적이지 못

한 수렴 특성을 나타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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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 성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른 인자는 필터 계수 양자화 오차 효과(quantization error effect)이다. 제한된 필터

계수 레졸루션(resolution), 필터 계수의 적응은 어느 시점에서 점차적인 추가 분리 개선과 따라서 수렴 특성 판단에서의

고려사항을 제공할 것이다. 양자화 오차 효과는 여러 가지 인자에 의존하지만 주로 사용되는 비트 레졸루션(bit

resolution) 및 필터 길이의 함수이다. 전술된 입력 스케일링 문제는 유한 정밀 연산에서도 필요한데, 여기에서는 수치적

오버플로우(numerical overflow)를 예방한다. 필터링 프로세스에 관련되는 회선(convolutions)은 잠재적으로 사용가능

한 레졸루션 범위 이상의 수로 누적될 수 있기 때문에, 스케일링 인수는 필터 입력이 이를 방지할 정도로 충분히 작을 것을

보장해야 한다.

본 프로세싱 함수는 마이크로폰과 같은 적어도 두 개의 오디오 입력 채널로부터 입력 신호를 수신한다. 오디오 입력 채널

의 수는 최소 두 채널 초과로 증가될 수 있다. 입력 채널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언어 분리 질은 개선될 수 있으며, 일반적으

로 입력 채널의 수가 오디오 신호 소스의 수와 같아지기까지 그러하다. 예를 들어, 입력 오디오 신호의 소스가 화자, 배경

화자(speaker), 배경 음악 소스, 및 원거리 도로 소음 및 풍소음에 의해 제공되는 일반 배경 소음을 포함하면, 사채널

(four-channel) 언어 분리 시스템이 보통 이채널 시스템을 능가(outperform)할 것이다. 물론, 보다 많은 수의 입력 채널이

사용됨에 따라, 더 많은 수의 필터 및 더 많은 수의 연산 파워가 요구된다. 대안적으로, 원하는 분리된 신호 및 일반적인 소

음에 대한 채널이 있는 한, 소스의 전체 수 미만이 구현될 수 있다.

본 프로세싱 서브모듈 및 프로세스는 둘 초과의 입력 신호를 분리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핸드폰 응용에서, 하

나의 채널은 실질적으로 원하는 언어 신호를 포함하고, 다른 채널은 실질적으로 하나의 소음원으로부터의 소음 신호를 포

함하며, 또 다른 채널은 실질적으로 또 다른 소음원으로부터의 오디오 신호를 포함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다중 사용자

(multi-user) 환경에서는, 하나의 채널은 주로 하나의 목표 사용자로부터의 언어를 포함하고, 다른 채널은 주로 상이한 목

표 사용자로부터의 언어를 포함할 수 있다. 제3 채널은 소음을 포함하고, 두 언어 채널을 더 프로세스하는 데 유용할 수 있

다. 추가적인 언어 또는 목표 채널이 유용할 수 있음을 이해할 것이다.

일부 응용은 원하는 언어 신호의 소스 하나만 관련되지만, 다른 응용에서는 원하는 언어 신호의 소스가 복수일 수 있다. 예

를 들어, 텔레컨퍼런스(teleconference) 응용 또는 오디오 감시 응용은 배경 소음으로부터 그리고 서로로부터 복수의 화

자의 언어 신호를 분리하는 것이 요구될 수 있다. 본 프로세스는 배경 소음으로부터 한 소스의 언어 신호를 분리하는 것 뿐

만 아니라 한 화자의 언어 신호를 다른 화자의 언어 신호로부터 분리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본 발명은 적어도 하나의 마

이크로폰이 화자에게 상대적으로 직접적인 경로를 가지는 한, 복수의 소스를 취급할 것이다. 양 마이크로폰이 사용자의 귀

근처에 위치하고 입으로의 직접 음향 경로가 사용자의 볼(cheek)에 의해 막히는 경우의 헤드셋 응용에서와 같이 그러한

직접 경로가 얻어질 수 없어도, 본 발명은 여전히 효과가 있을 것인데, 사용자의 언어 신호가 여전히 공간상 온당하게 작은

영역(입 주위의 언어 버블)에 국한되기 때문이다.

본 프로세스는 음신호를 적어도 두 개의 채널로, 예를 들어 소음 신호가 우세한 하나의 채널(소음-우세 채널)과 언어 및 소

음 신호를 위한 하나의 채널(복합 채널)로 분리한다. 도 15에 나타난 바와 같이, 채널(630)이 복합 채널이고 채널(640)이

소음-우세 채널이다. 소음-우세 채널이 낮은 레벨의 언어 신호를 여전히 포함할 가능성이 꽤 있다. 예를 들어, 둘 초과의

중요한 음원과 단 두 개의 마이크로폰이 있는 경우, 또는 두 마이크로폰은 서로 근접하게 위치하지만 음원은 멀리 떨어져

위치하는 경우, 프로세싱 자체만으로는 항상 소음을 온전히 분리하지 못할 수 있다. 따라서 프로세스된 신호에는 배경 소

음의 잔여 레벨을 제거하기 위해 및/또는 언어 신호의 질을 더 개선하기 위해 추가적인 언어 프로세싱이 필요할 수 있다.

이는 분리된 출력을 단일 또는 다중 채널 언어 향상 알고리듬에, 예를 들어 소음 스펙트럼이 소음-우세 출력을 사용하여

추정되는 위너 필터(Wiener filter)에(제2 채널이 오직 소음-우세이므로 통상적으로 VAD가 필요하지 않다) 피드시킴으로

써 달성된다. 위너 필터는 또한 긴 시간 지원(long time support)으로 배경 소음에 의해 퇴화된 신호에 대해 더 나은 SNR

을 달성하기 위해 음성 활동 감지기로 감지된 비언어 시간 간격을 사용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유계 함수는 결합 엔트로피

(joint entropy) 계산에 대한 단순화된 근사(approximation)일 뿐이며, 언제나 신호의 정보 중복성(redundancy)를 완전히

감소시키지는 못할 수 있다. 그러므로 신호가 본 분리 프로세스를 사용하여 분리된 후, 언어 신호의 질을 더 개선하기 위해

후처리가 수행될 수 있다.

소음-우세 채널 내의 소음 신호는 복합 채널 내의 소음 신호와 유사한 신호 특색을 가진다는 온당한 가정에 근거하여, 복

합 채널에서 소음-우세 채널 신호의 특색과 유사한 특색을 가진 소음 신호는 언어 프로세싱 함수에서 필터되어야 할 것이

다. 예를 들어, 이러한 프로세싱을 수행하는 데 스펙트럴 차감 기법이 사용될 수 있다. 소음 채널 내의 신호의 특색이 파악

된다. 소음 특징에 대해 사전 결정된 가정에 릴레이(relay)하는 종래기술의 소음 필터와 비교할 때, 언어 프로세싱이 더 유

연한데, 특정 환경의 소음 특색을 분석하고 그 특정 환경을 대표하는 소음 신호를 제거하기 때문이다. 이는 따라서 소음 제

거에 있어 상한포괄적 또는 하한포괄적일 가능성이 더 적다. 언어 후처리를 수행하는 데 위너 필터링 및 칼만 필터링

(Kalman filtering)과 같은 기타 필터링 기법이 사용될 수도 있다. ICA 필터 해는 정해(true solution)의 한계 사이클(lim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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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ycle)로만 수렴하기 때문에, 필터 계수는 더 나은 분리 성능을 제공하는 일 없이 계속 적응할 것이다. 일부 계수는 그 레졸

루션 한계(resolution limits)까지 표류(drift)하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그러므로 원하는 화자 신호를 포함하는 ICA 출력의

후처리된 버전은 도시된 바와 같이 IIR 피드백 구조를 통해 다시 피드(fed back)되고 ICA 알고리듬이 불안정화되지 않으

면서 수렴 한계 사이클이 극복(overcome)된다. 이 절차의 유익한 부작용은 수렴이 상당히 가속된다는 점이다.

ICA 프로세스가 일반적으로 설명됨으로, 헤드셋 또는 이어피스 장치에 일부 구체적인 특징이 사용가능해진다. 예를 들어,

일반 ICA 프로세스는 적응성 리셋 메커니즘을 제공하도록 조절된다. 전술된 바와 같이, ICA 프로세스는 작동 중 적응하는

필터를 가진다. 이러한 필터가 적응함에 따라, 전체 프로세스가 결국은 불안정해지고, 그 결과 신호가 왜곡 또는 포화

(saturated)될 수 있다. 출력 신호가 포화되는 때에는, 필터가 리셋될 필요가 있는데, 이는 생성된 신호에 성가신 "팝(pop)"

을 초래할 수 있다. 하나의 특히 바람직한 배열에서는, ICA 프로세스가 학습 단계 및 출력 단계를 가진다. 학습 단계는 상

대적으로 적극적인 ICA 필터 배열을 이용하지만, 그 출력은 출력 단계를 "교육(teach)"하는 데에만 사용된다. 출력 단계는

평활화 함수를 제공하고, 변화하는 조건에 더 천천히 적응한다. 이러한 방법으로, 학습 단계는 빠르게 적응하고 출력 단계

에 가해지는 변화를 지도하며, 출력 단계는 변화에 대한 저항 또는 불활동(inertia)을 나타낸다. ICA 리셋 프로세스는 각

단계의 값과 또한 최종 출력 신호를 모니터한다. 학습 단계가 적극적으로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학습 단계가 출력 단계보

다 더 자주 포화될 가능성이 크다. 포화 시, 학습 단계 필터 계수는 디폴트 조건으로 리셋되며, 학습 ICA는 그 필터 히스토

리를 최근 샘플 값으로 대체한다. 그러나 학습 ICA의 출력은 어떠한 출력 신호와도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

에, 그 결과 "결함(glitch)"은 어떠한 인지가능한 또는 가청의(audible) 왜곡을 일으키지 않는다. 오히려, 변화는 단지 다른

세트의 필터 계수가 출력 단계로 보내지는 결과를 제공할 뿐이다. 하지만, 출력 단계는 상대적으로 천천히 변화하기 때문

에, 이 역시 어떠한 인지가능한 또는 가청의 왜곡을 생성하지 않는다. 학습 단계만을 리셋함으로써, ICA 프로세스는 리셋

에 의한 상당한 왜곡 없이 작동하게 된다. 물론, 출력 단계는 여전히 가끔씩 리셋될 필요가 있을 수 있는데, 이는 보통의 "

팝"을 초래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발생은 상대적으로 드물다.

또한, 사용자가 결과 오디오에서 최소의 왜곡 및 불연속성(discontinuity)을 인지하게 하는 안정된 분리 ICA 필터된 출력

을 만드는 리셋 메커니즘이 요망된다. 스테레오 버퍼 샘플의 배치(batch)에 대해, 그리고 ICA 필터링 후에 포화도 체크가

평가되기 때문에, 버퍼는 실용적인 한 작게 선정되어야 할 것인데, ICA 단계에서의 리셋 버퍼가 폐기(discarded)될 것이고

현재 샘플 기간 안에 ICA 필터링을 다시 할 충분한 시간이 없기 때문이다. 과거 필터 히스토리는 양 ICA 필터 단계에 대해

현재 기록된 입력 버퍼값으로 재초기화된다. 후처리 단계는 현재 기록된 언어+소음 신호 및 현재 기록된 소음 채널 신호를

기준으로서 수신할 것이다. ICA 버퍼 사이즈는 4ms로 감소될 수 있기 때문에, 이는 원하는 화자 음성 출력에 인지불가능

한 불연속을 일으킨다.

ICA 프로세스가 시작 또는 리셋될 때, 필터값 또는 탭(taps)은 사전 규정된 값으로 리셋된다. 헤드셋 또는 이어피스는 흔히

제한된 범위의 작동 조건만을 가지기 때문에, 탭에 대한 디폴트 값은 기대되는 작동 마련을 감안하도록 선택될 수 있다. 예

를 들어, 각 마이크로폰으로부터 화자의 입까지의 거리는 보통 작은 범위 내에 수용되며, 화자의 음성의 기대되는 주파수

는 상대적으로 작은 범위 내에 있을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제약과, 또한 실제 작동 값들을 사용하여, 한 세트의 온당하게

정확한 탭 값이 결정될 수 있다. 디폴트 값을 신중히 선택함으로써, 기대할 수 있는 분리를 ICA가 수행하기 위한 시간이 감

소된다. 가능한 해결 공간(solution space)을 제약하기 위한 필터 탭의 범위에 대한 명시적 제약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디폴트 값은 시간에 걸쳐 그리고 환경 조건에 따라 적응할 수 있음도 이해할 것이다.

통신 시스템은 하나 초과의 디폴트 값 세트를 가질 수 있음도 이해할 것이다. 예를 들어, 한 세트의 디폴트 값은 매우 소란

한 환경에서 사용될 수 있고, 다른 세트의 디폴트 값은 보다 조용한 환경에서 사용될 수 있다. 다른 예에서는, 상이한 사용

자에 대해 상이한 디폴트 값이 저장될 수 있다. 하나 초과의 디폴트 값 세트가 제공되면, 현재 작동하는 환경을 판단하고

사용가능한 디폴트 값 세트 중 어느 것이 사용될지를 판단하는 감독 모듈이 포함될 것이다. 다음으로, 리셋 명령이 수신될

때, 감독 프로세스는 선택된 디폴트 값을 ICA 프로세스로 인도하고 새로운 디폴트 값을 예를 들어 칩셋(chipset) 상의 플

래시 메모리(Flash memory)에 저장할 것이다.

한 세트의 초기 조건으로부터 분리 최적화를 시작하는 어떠한 접근법이 수렴을 가속하는 데 사용된다. 어떠한 주어진 시나

리오에 대해, 감독 모듈은 특정 세트의 초기 조건이 적합한지 결정하고 이를 구현해야 할 것이다.

음향 반향 과제는 헤드셋에서 자연히 발생하는데, 공간 또는 디자인 제한에 의해 마이크로폰이 이어 스피커에 근접하게 위

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도 17에는 마이크로폰(32)이 이어 스피커(19)에 근접하다. 원단 사용자로부터의 언어

가 이어 스피커에서 재생됨에 따라, 이 언어도 마이크로폰에 픽업되고 원단 사용자에게 반향될 것이다. 이어 스피커의 볼

륨 및 마이크로폰의 위치에 따라, 이러한 원하지 않는 반향은 소리가 크고 성가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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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향 반향은 간섭 소음으로 간주되고 동일한 프로세싱 알고리듬에 의해 제거될 수 있다. 하나의 크로스 필터에 대한 필터

제약은 하나의 채널에서 원하는 화자를 제거할 필요를 반영하고 그 해결 범위(solution range)를 제한한다. 다른 하나의

크로스필터는 어떠한 가능한 외부 간섭 및 라우드스피커로부터의 음향 반향을 제거한다. 제2 크로스필터에 대한 제약은

따라서 반향을 제거하기 위해 충분한 적응 유연성(adaptation flexibility)을 주는 것에 의해 결정된다. 이 크로스필터를 위

한 학습률(learning rate)도 변화될 필요가 있을 수 있고, 소음 억제에 필요한 것과 상이한 것일 수 있다. 헤드셋 셋업

(setup)에 따라, 마이크로폰에 대한 이어 스피커의 상대적 위치가 고정(fixed)될 수 있다. 이어 스피커언어를 제거하기 위

한 필요한 제2 크로스필터는 미리 학습되고 고정될 수 있다. 반면, 마이크로폰의 전달 특징(transfer characteristics)은

시간에 걸쳐 또는 온도와 같은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표류할 수 있다. 마이크로폰의 위치는 어느 정도 사용자에 의해 조절

가능할 수 있다. 반향을 더 잘 배제시키기 위해 이 모두는 크로스필터 계수의 조절을 요구한다. 이러한 계수는 고정된 학습

된 계수 세트 주위에 있도록 적응 중에 제약될 수 있다.

수식 (1) 내지 (4)에 설명된 동일한 알고리듬이 음향 반향을 제거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출력 U1이 반향이 없는 원하는

근단(near end) 사용자 언어일 것이다. U2는 근단 사용자고부터의 언어가 제거된 소음 기준 채널일 것이다.

기존에는, 적응성인 정상화 최소 평균 제곱(normalized least mean square, NLMS) 알고리듬과 기준으로서의 원단 신호

를 사용하여 음향 반향이 제거된다. 근단 사용자의 침묵은 감지될 필요가 있고, 마이크로폰에 의해 픽업된 신호는 이때 반

향만을 포함하는 것으로 가정된다. NLMS 알고리듬은 원단 신호를 필터 입력으로, 그리고 마이크로폰 신호를 필터 출력으

로 사용하여 음향 반향의 선형 필터 모델을 구축한다. 원단 및 근단 사용자 모두가 이야기하는 것으로 감지되는 때에는, 학

습된 필터가 동결(frozen)되고 인커밍 원단 신호에 적용되어 반향의 추정치가 생성된다. 이러한 추정된 반향은 다음으로

마이크로폰 신호에서 차감되고 결과 신호는 반향에 대해 정결해진 상태로 보내진다.

상기 체계의 단점은 근단 사용자의 침묵의 양호한 감지를 요구한다는 점이다. 이것은 사용자가 소란한 환경에 있으면 달성

하기 어려울 수 있다. 상기 체계는 또한 이어 스피커 내지 마이크로폰 픽업 경로로의 인커밍 원단 전기 신호에 선형 프로세

스를 가정한다. 이어 스피커는 전기 신호를 소리로 전환할 때 선형 장치인 경우가 드물다. 스피커가 높은 볼륨으로 구동될

때에는 비선형 효과가 두드러진다. 이는 포화되거나 배음(harmonics) 또는 왜곡을 야기할 수 있다. 이마이크로폰 셋업

(two microphone setup)을 사용하면, 이어 스피커로부터의 왜곡된 음향 신호는 양 마이크로폰에 의해 픽업될 것이다. 반

향은 제2 크로스필터에 의해 U2로 추정되고 제1 크로스필터에 의해 일차 마이크로폰에서 제거될 것이다. 이는 반향이 없

는(echo free) 신호 U1 결과로서 제공한다. 이 체계는 원단 신호 내지 마이크로폰 경로의 비선형성을 모델할 필요를 배제

시킨다. 학습 규칙(3-4)는 근단 사용자가 침묵하는지에 상관없이 작동한다. 이것은 더블 토크 감지기(double talk

detector)를 없애며 크로스필터는 대화 내내 업데이트될 수 있다.

제2 마이크로폰이 사용가능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근단 마이크로폰 신호 및 인커밍 원단 신호가 입력 X1 및 X2로 사용될

수 있다. 본 특허에 설명된 알고리듬은 여전히 반향을 제거하는 데 적용될 수 있다. 단 한 가지 변경사항은, 원단 신호 X2가

어떠한 근단 언어를 포함하지 않을 것이므로 가중치 W21k를 모두 영(zero)으로 지정하는 것이다. 그 결과 학습 규칙(4)는

제거될 것이다. 이 단일 마이크로폰 셋업에서는 비선형성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이지만, 크로스필터는 여전히 대화 내내

업데이트될 수 있으며 더블 토크 감지기가 필요하지 않다. 이마이크로폰 또는 단일 마이크로폰 구성 어떠한 것에서든, 잔

여 반향을 제거하는 데 기존의 반향 억제 방법이 여전히 적용될 수 있다. 이러한 방법에는 음향 반향 억제 및 보완 콤 필터

링(complementary comb filtering)이 포함된다. 보완 콤 필터링에서는, 이어 스피커로의 신호가 우선 콤 필터의 밴드

(bands)를 통과한다. 마이크로폰은 그 스톱 밴드(stop bands)가 제1 필터의 패스 밴드(pass band)인 보완 콤 필터에 결합

된다. 음향 반향 억제에서는, 근단 사용자가 침묵하는 것으로 감지되는 때에 마이크로폰 신호가 6dB 이상 감쇠된다.

통신 프로세스는 언어-컨텐트 신호로부터 추가 소음이 제거되는 후처리 단계를 흔히 가진다. 일 예에서는, 언어 신호로부

터 소음을 스펙트럴 차감하는 데 소음 특색이 사용된다. 차감의 적극성은 과잉-포화-인자(over-saturation-factor, OSF)

에 의해 제어된다. 그러나 스펙트럴 차감의 적극적인 적용은 불쾌하거나 부자연스러운 언어 신호를 초래할 수 있다. 요구

되는 스펙트럼 차감을 감소하기 위해, 통신 프로세스는 ICA/BSS 프로세스로의 입력에 스케일링을 적용할 수 있다. 음성

+소음 및 소음-전용(noise-only) 채널 사이의 각 주파수 빈에서 소음 특색과 진폭을 매치(match)시키기 위하여, 좌측 및

우측 입력 채널은 서로를 기준으로 스케일되어 소음 채널로부터 음성+소음 채널 내 소음의 가능한 한 근접한 모델이 얻어

지게 할 수 있다. 프로세싱 단계에서 과잉-차감 인자(OSF) 인자를 튜닝하는 대신, 이러한 스케일링은 일반적으로 더 나은

음성 질을 제공하는데, ICA 단계가 등방성 소음의 방향성 성분을 가능한 한 많이 제거하도록 강요되기 때문이다. 특정 예

에서는, 추가적 소음 감소가 필요할 때 소음-우세 신호가 더 적극적으로 증폭될 수 있다. 이러한 방법으로, ICA/BSS 프로

세스는 추가 분리를 제공하고, 필요한 후처리가 더 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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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마이크로폰은 주파수 및 민감도 미스매치(mismatch)를 가질 수 있고, ICA 단계는 각 채널에서 고/저 주파수의 불완

전한 분리를 제공할 수 있다. 따라서 가능한 한 최상의 음성 질을 달성하기 위해 각 주파수 빈 또는 빈의 범위에서 OSF의

개별 스케일링이 필요할 수 있다. 또한, 선택된 주파수 빈은 인지(perception)을 개선하기 위해 강조 또는 비강조(de-

emphasized)될 수 있다.

원하는 ICA/BSS 학습률에 따라, 또는 후처리 방법의 보다 효과적인 적용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마이크로폰으로부터의 입

력 레벨 또한 조절될 수 있다. ICA/BSS 및 후처리 샘플 버퍼는 다양한 범위의 진폭을 거쳐 진화한다. 높은 입력 레벨에서

는 ICA 학습률의 다운스케일링(downscaling)이 요망된다. 예를 들어, 높은 입력 레벨에서는, ICA 필터값이 급속히 변화하

고 보다 빠르게 포화되거나 불안정해질 수 있다. 입력 신호를 스케일링 또는 감쇠함으로써, 학습률은 절절히 감소될 수 있

다. 왜곡을 초래하는 언어 및 소음 파워의 러프(rough)한 추정치의 연산을 방지하기 위해 후처리 입력의 다운스케일링 또

한 바람직하다. ICA 단계에서 안정성 및 오버플로우 문제를 방지하고 또한 후처리 단계에서 최대한 큰 동적 범위(dynamic

range)의 유익을 얻기 위해, ICA/BSS 및 후처리 단계로의 입력 데이터의 적응성 스케일링이 적용될 수 있다. 일 예에서는,

DSP 입력/출력 레졸루션에 비해 높은 중간 단계(intermediate stage) 버퍼 레졸루션을 적합하게 선정함으로써 음질

(sound quality)이 전체적으로 향상될 수 있다.

입력 스케일링은 또한 두 마이크로폰 사이의 진폭 캘리브레이션(calibration)을 돕는 데에도 사용될 수 있다. 전술된 바와

같이, 두 마이크로폰은 올바르게 매치되는 것이 요망된다. 일부 캘리브레이션은 동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나, 다른 캘리

브레이션 및 선택은 제조 프로세스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 ICA 및 후처리 단계에서 튜닝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파수 및 전

체적인 민감도를 매치하기 위한 캘리브레이션이 양 마이크로폰에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여기에는 하나의 마이크로폰의

주파수 응답(frequency response)의 역변환(inversion)으로써 다른 하나의 응답을 얻는 것이 요구될 수 있다. 이 목적을

위해 블라인드 채널 역변환(inversion)을 포함하여 채널 역변환을 달성하기 위한, 문헌에 알려진 모든 기법이 사용될 수 있

다. 하드웨어 캘리브레이션은 생산 마이크로폰의 풀(pool)에서 마이크로폰을 적합하게 매칭시킴으로써 수행될 수 있다. 오

프라인 또는 온라인 튜닝이 고려될 수 있다. 온라인 튜닝에서는 소음-전용 시간 간격에 캘리브레이션 세팅을 조절하는 데

VAD의 도움이 요구될 것이다, 즉, 모든 주파수를 수정할 수 있기 위해서는 마이크로폰 주파수 범위가 백색 소음에 의해 우

선적으로 여기(excited)될 필요가 있다.

본 발명의 특정 바람직한 및 대안적인 실시예가 개시되었으나, 본 발명의 기재내용을 사용하여 전술된 기술의 여러 가지

다양한 변경 및 연장이 구현될 수 있음을 이해할 것이다. 그러한 변경 및 연장 모두는 첨부된 청구항의 기술적 사상 및 범

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 의도된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에 따른 무선 헤드셋의 도면;

도 2는 본 발명에 따른 헤드셋의 도면;

도 3은 본 발명에 따른 무선 헤드셋의 도면;

도 4는 본 발명에 따른 무선 헤드셋의 도면;

도 5는 본 발명에 따른 무선 이어피스의 도면;

도 6은 본 발명에 따른 무선 이어피스의 도면;

도 7은 본 발명에 따른 무선 이어피스의 도면;

도 8은 본 발명에 따른 무선 이어피스의 도면;

도 9는 본 발명에 따른 헤드셋에 작동하는 프로세스의 블록도;

도 10은 본 발명에 따른 헤드셋에 작동하는 프로세스의 블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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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1은 본 발명에 따른 음성 감지 프로세스의 블록도;

도 12는 본 발명에 따른 헤드셋에 작동하는 프로세스의 블록도;

도 13은 본 발명에 따른 음성 감지 프로세스의 블록도;

도 14는 본 발명에 따른 헤드셋에 작동하는 프로세스의 블록도;

도 15는 본 발명에 따른 분리 프로세스의 순서도;

도 16은 본 발명에 따른 개선된 ICA 프로세싱 서브모듈의 일 실시예의 블록도;

도 17은 본 발명에 따른 개선된 ICA 언어 분리 프로세스의 일 실시예의 블록도이다.

도면

도면1

도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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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

도면4

도면5

도면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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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7

도면8

도면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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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0

도면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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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2

도면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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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4

도면15

도면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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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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