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특허  10-0467026

- 1 -

(19)대한민국특허청(KR)

(12) 등록특허공보(B1)

(51) 。Int. Cl.7

H04L 12/20

(45) 공고일자

(11) 등록번호

(24) 등록일자

2005년01월24일

10-0467026

2005년01월10일

(21) 출원번호 10-2002-0081788 (65) 공개번호 10-2004-0055170

(22) 출원일자 2002년12월20일 (43) 공개일자 2004년06월26일

(73) 특허권자 삼성전자주식회사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 416

(72) 발명자 임도환

경기도수원시팔달구영통동1018-10번지302호

(74) 대리인 임창현

권혁수

심사관 : 신성길

(54) 하드웨어의 구성을 단순화시킨 에코 제거기를 갖는 비대칭통신 시스템과 에코 제거기의 필터 계수를 

다운 로드하는방법

요약

하드웨어의 구성을 단순화시킨 에코 제거기를 갖는 비대칭 통신 시스템과 상기 에코 제거기의 필터 계수를 다운 로드

하는 방법이 개시된다. 에코 입력 신호와 에코 출력 신호와의 상관 관계를 계산하여 필터 계수를 발생하는 유한 임펄

스 응답 필터인 에코 제거기는 지연 라인 블락과, 필터 계수 블락, 그리고 멀티플리케이션 및 어큐머레이션 블락을 포

함한다. 지연 라인 블락은 에코 입력 신호를 입력하는 라인을 8개의 지연 라인으로 나누어 에코 입력 신호를 소정의 

시간 간격으로 지연시켜 지연 신호를 발생시키고, 필터 계수 블락은 비대칭 통신 시스템의 CO 모드 및 RT 모드에 공

통으로 사용되는 쉬프터 레지스터에 순차적으로 저장된 필터 계수를 순차적으로 쉬프트시키고, 멀티플리케이션 및 

어큐머레이션 블락은 지연 라인 블락의 지연 신호와 필터 계수 테이블 블락의 출력인 필터 계수를 곱하고 가산하여 

에코가 제거된 에코 출력 신호를 발생한다. 필터 계수는 비대칭 통신 시스템의 RT 모드 대비 CO 모드가 1:4의 쉬프

터 레이트를 갖는다. 따라서, 본 발명은 ADSL 시스템의 CO 모드와 RT 모드에 대한 연산쌍에 의하여 인터포레이션 

필터와 데시메이션 필터를 최대한 공유하고 전체 채널 구간에 대하여 에코 제거 동작을 수행하지 않고 가장 지배적인

채널 구간에 대하여 에코 제거 동작을 수행함으로써, 에코 제거기의 하드웨어의 구성이 단순해진다.

대표도

도 6

색인어

에코 제거기, 필터 계수, 쉬프터 레지스터, 하드웨어 단순화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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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a 및 도 1b는 전화국 CO 모드와 가입자 RT 모드 사이의 데이터 전송율을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 2는 EC 회로의 연산 예를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 3은 필터 계수가 저장되는 쉬프터 레지스터를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 4a 내지 도 4c는 1:4 쉬프터 레이트를 만족하는 CO 모드와 RT 모드를 나타낸다.

도 5a 및 도 5b는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른 1:4 쉬프터 레이트를 만족하는 CO 모드와 RT 모드일 때의 지연 라인의

하드웨어 구성을 나타낸다.

도 6은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른 에코 제거기의 하드웨어 구조를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 7a 및 도 7b는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라 필터 계수를 다운로드하는 방법을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 8은 본 발명의 또 다른 실시예에 따른 에코 제거기의 하드웨어 구조를 나 타내는 도면이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비대칭 통신 시스템에 관한 것으로, 특히 하드웨어의 구성을 단순화시킨 에코 제거기와 상기 에코 제거기

의 필터 계수를 다운 로드하는 방법에 관한 것이다.

주택이나 소사업장에 사용되는 인터넷 억세스를 고속화하기 위하여, 고속 데이터 전송 선로가 필요하다. 고속 데이터

전송 선로로 광 케이블(fiber optic cable)이 각광받고 있다. 광 케이블은 현존하는 통신망에는 적합하지 않으며 그 설

치 비용의 고가로 인하여 거의 불가능하다. 구리선으로 꼬여진 현재의 전화선은 원래 비디오나 고속 인터넷 연결에서

요구되는 데이터 전송율이나 전송 대역폭(bandwidth)를 위해 설계된 것이 아니다. 비대칭 디지털 가입자망(Asymme

tric Digital Subscriber's Line: 이하 'ADSL'이라 칭한다)은 이러한 전화선을 이용하여 데이터 통신 시 데이터 전송

율과 데이터 전송폭을 효율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해 개발된 것이다.

ADSL은 기존의 전화망을 사용해 통신망의 대중화를 실현하고, 전송 채널을 여러개로 나누어 각각 채널의 상태에 따

라 데이터를 전송함으로써 전송 대역폭을 넓히고 데이터 전송량을 증가시켜 초고속 통신망을 구현한다. ADSL은 신

호의 쌍방향 통신이 이루어지는 시스템으로, 자신이 송신하는 신호가 루프 선로를 따라 자신 의 수신측에 수신됨으로

써 반향(echo: 이하 '에코'라고 칭한다)이 생긴다. 에코는 통신상 장애 요인이 되므로, 에코를 제거하는 장치 및 기술

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에코 제거기는 루프가 형성될 때 발생하는 에코를 분석해 에코를 미리 예

상하고 이를 수신되는 신호에서 제거함으로써 에코를 제거한다.

에코 제거를 위한 종래의 기술들이 미국 특허 제5,909,463호, 일본 특허 공개 번호 제2000-049885호, 그리고 한국 

특허 공개 번호 제2001-09502호에 기재되어 있다. 상기 미국 특허 '463호는 전화국 CO 모드와 가입자 RT 모드 시 

송신단과 수신단의 데이터 레이트(data rate) 차이로 인해 상이한 크기를 갖는 송신 데이터 버퍼와 수신 데이터 버퍼 

사이에 콘트롤 레지스터(control register)를 포함하여, 콘트롤 레지스터를 소프터웨어(software)적으로 스위칭시키

는 것이다. 그런데, 상기 미국 특허 '463호는 메모리에다가 필터 계수를 저장하기 때문에, 메모리 어드레스 제어 로직

이 추가로 필요한 단점이 있다.

상기 일본 특허 '049885호는 채널 중 SNR(Signal Noise Ratio)이 높은 일부 채널 만을 선택적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채널들은 마스킹 처리해 데이터 레이트(data rate)를 낮추는 것이다. 그러나, 상기 일본 특허 '049885호는 낮은 샘플

링 레이트를 지원하기 때문에, 현재의 인터넷 환경에는 현실적으로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

상기 한국 특허 '09502호는 격자형 필터부를 사용하여 입력 신호에 대한 상관성을 제거하고 무한 임펄스 응답형(IIR:I

nfinite Impulse Response) 필터에서 임펄스 응답에 대해 추정함으로써 수렴 시간을 단축시키고 수십 개의 탭 수만

으로 하 드웨어를 구성한 에코 제거기이다. 그러나, 상기 한국 특허 '09502호는 신호 사이의 상관 관계가 높은 음성 

신호에 대해서는 좋은 성능을 발휘할 수 있겠지만, 현재의 ADSL 시스템에서는 적어도 70 ~ 80 db 이상의 에코를 제

거해야 데, 이를 만족시키기에는 적합하지 못한 단점이 있다.

따라서, CO 모드와 RT 모드시 하드웨어를 공유하여 그 구성을 단순화시키고 ADSL 시스템에 적합한 에코 제거기가 

불가피하게 요구된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의 목적은 ADSL 시스템의 CO 모드와 RT 모드시 하드웨어를 공유하는 에코 제거기를 제공하는 데 있다.

본 발명의 다른 목적은 상기 에코 제거기의 필터 계수 다운 로드하는 방법을 제공하는 데 있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른 에코 제거기를 포함하는 비대칭 통신 시스템에 있어서, 에

코 제거기는 에코 입력 신호를 소정의 시간 간격으로 지연시켜 지연 신호를 발생하는 지연 라인 블락과, 쉬프터 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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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터에 순차적으로 저장된 필터 계수를 순차적으로 쉬프트시키는 필터 계수 테이블 블락, 그리고 지연 라인 블락의 

지연 신호와 필터 계수 테이블 블락의 출력인 필터 계수를 곱하고 가산하여 에코가 제거된 에코 출력 신호를 발생하

는 멀티플리케이션 및 어큐머레이션 블락을 포함한다.

바람직하기로, 에코 제거기는 에코 입력 신호와 에코 출력 신호와의 상관 관 계를 계산하여 필터 계수를 발생하는 유

한 임펄스 응답 필터이다. 쉬프터 레지스터는 비대칭 통신 시스템의 CO 모드 및 RT 모드에 공통으로 사용된다. 필터 

계수는 비대칭 통신 시스템의 RT 모드 대비 CO 모드가 1:4의 쉬프터 레이트를 갖는다. 지연 라인 블락은 에코 입력 

신호를 입력하는 라인을 8개의 지연 라인으로 나누어 에코 입력 신호를 지연시킨다.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 따른 에코 제거기를 포함하는 비대칭 통신 시스템에 있어서, 

에코 제거기는 CO 모드시 제1 레이트의, 그리고 RT 모드시 제2 레이트의 에코 입력 데이터를 수신하는 입력 인터페

이스 블락과, CO 모드시 제1 레이트의 에코 입력 데이터를 제2 레이트의 데이터로 다운 샘플링하여 쉬프트시키고 R

T 모드시 제2 레이트의 데이터를 제1 레이트의 데이터로 업 샘플링하여 쉬프트시키는 서브 FIFO 블락과, CO 모드시

제2 레이트의 데이터를, 그리고 RT 모드시 제2 레이트의 에코 입력 데이터를 쉬프트시키는 메인 FIFO 블락과, 서브 

FIFO 블락과 메인 FIFO 블락을 CO 모드와 RT 모드에 따라 선택적으로 연결시키는 먹스, 그리고 CO 모드시 제2 레

이트의, 그리고 RT 모드시 제1 레이트의 에코 출력 신호를 발생하는 출력 인터페이스 블락을 구비하고, CO 모드일 

때는 입력 인터페이스 블락, 서브 FIFO 블락, 메인 FIFO 블락, 그리고 출력 인터페이스 블락 순으로 연결되고, RT 모

드일 때는 입력 인터페이스 블락, 메인 FIFO 블락, 서브 FIFO 블락, 그리고 출력 인터페이스 블락 순으로 연결된다.

바람직하기로, 에코 제거기는 CO 모드시 서브 FIFO 블락에 저장된 필터 계수를, 그리고 RT 모드시 메인 FIFO 블락

에 저장된 필터 계수를 곱하고 가산하는 멀티 플리케이션 및 어큐머레이션 블락을 더 포함한다. 메인 FIFO 블락은 12

8 단의 FIFO를 사용하여 에코 입력 신호를 주로(mainly) 지연시키고, 서브 FIFO 블락은 4 단의 FIFO를 사용하여 에

코 입력 신호를 미세하게(finely) 지연시킨다. 에코 제거기는 비대칭 통신 시스템의 채널들 중 에코가 지배적인(domi

nant) 채널에 대하여 동작된다. 지배적인 채널로의 지연을 DSP로부터 받는다.

상기 다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발명은 비대칭 통신 시스템 내 에코 제거기의 필터 계수를 다운로드하는 방법

에 있어서, DSP에 의해 수행되는 제1 내지 제3 단계와 에코 제거기에 의해 수행되는 제4 내지 제6 단계를 포함한다. 

제1 단계는 초기 구간 동안 새로 형성된 루프에 대해 에코 제거 트레이닝을 수행하여 필터 계수를 결정하고, 제2 단계

는 다운로드 레지스터의 제1 값에 응답하여 기입 레지스터 값과 독출 레지스터 값을 비교하여 기입 레지스터 값과 독

출 레지스터 값이 같으면 데이터 레지스터에 필터 계수를 기입하고 기입 레지스터 값을 토글시키고, 제 3단계는 계수 

다운 인덱스를 증가시키면서 계수 다운 인덱스가 마지막이 될 때 까지 제1 내지 제2 단계를 반복 수행한다. 제4 단계

는 다운로드 레지스터의 제2 값에 응답하여 독출 레지스터 값과 기입 레지스터 값이 다른 지를 확인하여 독출 레지스

터 값과 기입 레지스터 값이 다르면 에코 제거기 내의 쉬프터 레지스터로 데이터 레지스터에 저장된 계수를 할당하고,

제5 단계는 쉬프터 레지스터를 순차적으로 쉬프터시켜 인덱스가 마지막 값이면 독출 레지스터 값을 토글시키고, 제6 

단계는 다운로드 레지스터가 제1 값이면 에코 제거기 동작을 끝마친다.

따라서, 본 발명은 ADSL 시스템의 CO 모드와 RT 모드에 대한 EC 회로의 연 산으로부터 얻어지는 연산쌍에 의하여 

인터포레이션 필터와 데시메이션 필터를 최대한 공유하고, DSP에서 제어 가능한 지연 기능을 추가하여 전체 채널 구

간에 대하여 에코 제거 동작을 수행하지 않고 가장 지배적인 채널 구간에 대하여 에코 제거 동작을 수행함으로써, 에

코 제거기의 하드웨어의 구성이 단순해진다.

이하, 도 1 내지 도 7을 참조하여 본 발명의 ADSL 통신 시스템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된다.

ADSL 통신 시스템에서는 전화국과 가입자 사이에 전화선을 통하여 서로 연결된다.

도 1a 및 도 1b는 전화국 CO(Central Office: 이하 'CO 모드'라고 칭한다)와 가입자 RT(Remote Terminal: 이하 'RT

모드'라고 칭한다)의 데이터 전송율을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 1a의 CO 모드에서, 2.2M samples/s의 고율(high rate)

데이터가 송신(Tx) 필터(110)로 입력되고, 송신 필터(110)의 출력 1.1M samples/s 데이터는 하이브리드 회로(112)

를 통하여 수신(Rx) 필터(114)로 입력된다. 하이브리드 회로(112)는 일종의 아날로그 라인 인터페이스(analog and li

ne interface)로써 RT와 연결되는 전화선(미도시)과도 연결된다. 수신(Rx) 필터(114)로 입력되는 1.1M samples/s 

데이터는 552K samples/s의 저율(low rate) 데이터로 출력된다. EC 회로(116)는 2.2M samples/s의 고율(high rat

e) 데이터를 입력받아 552K samples/s의 저율(low rate) 데이터로 에코를 제거해야 한다. 이에 따라 EC 회로(116)

에서는 ¼배의 다운 샘플링, 즉 데시메이션(decimation) 동작을 수행해야 한다.

도 1b의 RT 모드에서, 552K samples/s의 저율(low rate) 데이터가 송신(Tx) 필터(120)로 입력되고, 송신 필터(120

)의 출력 1.1M samples/s 데이터는 하이브리드 회로(122)를 통하여 수신(Rx) 필터(124)로 입력된다. 하이브리드 회

로(122)는 CO와 연결되는 전화선(미도시)과도 연결된다. 수신(Rx) 필터(124)로 입력되는 1.1M samples/s 데이터는

2.2M samples/s의 고율(high rate) 데이터로 출력된다. EC 회로(126)는 552K samples/s의 저율(low rate) 데이터

를 입력받아 2.2M samples/s의 고율(high rate) 데이터로 에코를 제거해야 한다. 이에 따라 EC 회로(126)에서는 4

배의 업 샘플링, 즉 인터포레이션(interpolation) 동작을 수행해야 한다.

도 1a 및 도 1b의 EC 회로(116, 126)는 일반적으로 유한 임펄스 응답(finite impulse responce: 이하 'FIR'이라 창한

다) 필터로 구성된다. FIR 필터는 입력 신호를 소정의 시간 간격으로 지연시키기 위해 직렬 연결되는 지연부들(delay

elements) 또는 쉬프터 레지스터들을 포함한다. FIR 필터에는 입력 신호와 하이브리드 회로(112, 122)의 에코 출력 

신호와의 상관 관계를 계산하여 탭 계수(tap-weight coefficient)를 제공하는 상관기(correlator)를 두어 필터 계수를

계속적으로 수정한다. 에코를 제거하기 위하여 FIR 필터의 탭 수는 에코 경로의 임필스 응답 수 만큼 필요하게 되는 

데, 이는 많은 하드웨어를 필요로 한다. 한편, 필터 계수를 메모리로 다운로드하는 경우, 메모리의 어드레스를 제어하

기 위한 디코더와 엔코더가 더 필요하여 하드웨어가 더 추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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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2는 EC 회로의 연산 예를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 2에서, CO 모드일 때의 EC 연산 예를 살펴보면, y(n)에서 순차적

으로 8개씩, 즉 h(0)×(4n), h(1)×(4n-1), …, h(7)×(4n-7) 곱셈기(multiplication)를 수행한다. RT 모드에서는 y(16

n), y(16n+1), y(16n+2) 그리고 y(16n+3) 4개의 출력을 하나의 쌍, 즉 h(0)×(4n), h(1)×(4n), h(2)×(4n), h(3)×(4

n), h(4)×(4n-1), h(5)×(4n-1), h(6)×(4n-1), 그리고 h(7)×(4n-1)으로 곱셈기를 수행한다. 여기에서, CO 모드 및 

RT 모드에서 데이터 입력이 쌍을 이루는 값(×(4n), ×(4n-1))에 대응되는 계수를 공통으로 꺼집어 낼 수 있다. 그리

하여, RT 모드의 계수 입력을 CO 모드와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다. 즉, RT 모드:CO 모드의 계수 입력이 1:4 정도의 

쉬프터 레이트(shift rate) 차이를 갖는다. 이렇게 입력되는 필터 계수는 도 3과 같은 구조로 배열된 쉬프터 레지스터

에 순차적으로 입력된 후, 순차적으로 출력된다. Z-¹은 쉬프터 레지스터에 의해 지연되는 단위 지연을 나타낸다. 쉬

프터 레지스터로부터 출력되는 계수를 CO 모드와 RT 모드에 맞추어 재 배치시키기 위하여, 도 4와 도 5와 같이, 지연

라인(delay line)에 대한 하드웨어 구성이 필요하다.

도 4a는 16 비트의 32:1 먹스를 8개 사용하여 1:4 쉬프터 레이트를 만족하는 CO 모드를 나타낸다. 도 4b는 16 비트

의 2:1 먹스를 256개 사용하여 1:4 쉬프터 레이크를 만족하는 CO 모드를 나타낸다. 도 4c는 16 비트의 32:1 먹스를 

2개 사용하여 1:4 쉬프터 레이트를 만족하는 RT 모드를 나타낸다. 이처럼 하나의 지연 라인을 사용하여 쉬프터 레지

스터에 저장된 필터 계수를 단순히 쉬프터시킴으로써 멀티플라이어의 입력으로 제공할려면, CO 모드에서 16 비트 3

2:1 먹스 8개를, 또는 16 비트 2:1 먹스 256개를 구비하여야 하고 RT 모드에서 16 비트 32:1 먹스 2개를 구비해야 

하는 등의 하드웨어 구성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복잡하다. 이에 대하여 CO 모드와 RT 모드에서 동일한 하드웨어로 

구성된다면 EC 회로의 하드웨어 구성이 휠씬 간단해진다.

도 5a 및 도 5b는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른 1:4 쉬프터 레이트를 만족하는 CO 모드와 RT 모드일 때의 지연 라인(d

elay line)의 하드웨어 구성을 나타낸다. 도 5a는 CO 모드 일때의 하드웨어(500) 구성을, 그리고 도 5b는 RT 모드 일

때의 하드웨어 구성을 나타낸다. 도 5a를 참조하면, 지연 라인을 8개의 라인으로 나누어 구성하면 16 비트 2:1 먹스

가 4개 필요하다. 도 5b는 도 5a의 CO 모드 일 때의 하드웨어(500) 구성을 일부 사용하여 RT 모드를 구성하는 예를 

나타낸다. 이에 따라, CO 모드와 RT 모드 공통으로 하드웨어를 구성할 수 있다. 따라서, 본 발명의 EC 회로의 전체적

인 하드웨어는 도 6과 같이 구성된다.

도 6의 EC 회로는 에코 입력 신호들(x(n+3), x(n+2), x(n+1), x(n))과 에코 출력 신호들(y(n), y(n+1), y(n+2), y(n

+3))와의 상관 관계를 계산하여 필터 계수(COEFF(n))를 발생하는 유한 임펄스 응답 필터이다. EC 회로는 지연 라인

블락(500), 필터 계수 테이블 블락(300), 그리고 멀티플리케이션 및 어큐머레이션 블락(MA: Multiplication amp; Ac

cumulation, 600)을 포함한다. 지연 라인 블락(500)은 8개의 지연 라인으로 나누어 에코 입력 신호들(x(n+3), x(n+

2), x(n+1), x(n))을 소정의 시간 간격으로 지연시켜 지연 신호를 발생시킨다. 필터 계수 테이블 블락(300)은 CO 모

드 및 RT 모드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쉬프터 레지스터에 순차적으로 저장된 필터 계수(CORFF(n))를 순차적으로 쉬프

트시킨다. 필터 계수는 비대칭 통신 시스템의 RT 모드 대비 CO 모드가 1:4의 쉬프터 레이트를 갖는다. 멀티플리케이

션 및 어큐머레이션 블락(MA, 600)은 지연 라인 블락의 지연 신호와 필터 계수 테이블 블락의 출력인 필터 계수를 곱

하고 가산하여 에코가 제거된 에코 출력 신호들(y(n), y(n+1), y(n+2), y(n+3))을 발생한다.

한편, 쉬프터 레지스터에 저장된 필터 계수를 다운로드하는 방법은 도 7a 및 도 7b에 도시된다. 도 7a 및 도 7b의 필

터 계수를 다운로드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에 앞서서, 필터 계수는 쉬프터 레지스터의 일종인 하나의 데이터 레지스터

(COFF_DAT)에 저장된다. 다운로드 레지스터(DN_LD)는 DSP가 하드웨어에게 계수를 다운로드함을 알려주는 레지

스터이고, 기입 레지스터(COEF_WR)는 DSP가 계수를 기입했음을 하드웨어에게 알려주는 레지스터이며, 독출 레지

스터(COEF_RD)는 하드웨어가 계수를 독출했음을 DSP에게 알려주는 레지스터로 설정된다.

도 7a는 DSP의 동작을 나타낸다. 초기 구간 동안 새로 형성된 루프에 대해 EC 트레이닝이 끝나면, DSP는 다운로드 

레지스터(DN_LD)를 '1'로 셋팅하여 하드웨어에게 계수 다운 로드가 시작되었음을 알리고 인덱스(n)를 '0'으로 클리

어한다(701). 이 후, 기입 레지스터(COEF_WR) 값과 독출 레지스터(COEF_RD) 값을 비교하여(702) 같으면 (703) 단

계로 진행하고, 같지 않으면 (702) 단계를 반복한다. (703) 단계는 해당 인덱스의 데이터 레지스터(COEF_DAT)에 계

수를 기입하고 기입 레지스터(COEF_WR)를 토글시킨다. 인덱스를 1 증가시키고(704), 계수 다운 인덱스(n)가 256인

가를 확인하여(705) 256이면 다운로드 레지스터(DN_LD)를 '0'으로 클리어시켜(706) 하드웨어에게 다운로드가 완료

되었음을 알린다. 인덱스(n)가 256이 아니면 다시 (702) 단계로부터 반복수행된다.

도 7b는 EC 하드웨어 동작을 나타낸다. 먼저, 리셋 신호(RESET)가 '0'으로 액티브되면(711), 다운로드 레지스터(DN

_LD), 기입 레지스터(COEF_WR), 그리고 독출 레지스터(COEF_RD)를 '0'으로 클리어시킨다(712). 이 후, DSP로부

터 제어된 다운로드 레지스터(DN_LD) 값이 '1' 인지를 확인하여, '1'이면 (714) 단계로 넘어가고, '1'이 아니면 다운로

드 레지스터(DN_LD) 값이 '1'이 될 때까지 기다린다. (714) 단계는 독출 레지스터(COEF_RD) 값과 기입 레지스터(C

OEF_WR) 값이 다른 지를 확인하여, 다르면 (715) 단계로 넘어가고, 같으면 독출 레지스터(COEF_RD) 값과 기입 레

지스터(COEF_WR) 값이 같아질 때까지 기다린다. 이는 앞서 DSP 동작에서 해당 인덱스의 데이터 레지스터(COEF_

DAT)에 계수가 기입되고 기입 레지스터(COEF_WR)가 토글되었음(703, 도 7a)을 확인하는 단계이다. (715) 단계는 

EC 하드웨어 내의 첫번째 쉬프터 레지스터(coef_h[0])로 데이터 레지스터(COEF_DAT)에 저장된 계수를 할당한 후,

이를 순차적으로 쉬프터시켜(coef_h[n+1]=coef_h[n], for 0<n<256) 인덱스가 256이 되면 독출 레지스터(COEF_R

D) 값을 토글시킨다. (716) 단계는 다운로드 레지스터(DN_LD) 값이 '0'인가를 확인하여, '0'이면 EC 하드웨어 동작을

끝마치고, '1'이면 (714) 단계부터 다시 반복 수행한다.

한편, ADSL 시스템 내 전 채널에서 에코가 발생할 수 있는 데, 그중에서도 가장 지배적인(dorminant) 채널들에 대하

여 에코를 제거한다면, 하드웨어 크기를 상당히 줄일 수 있는 이점이 생긴다. 도 8a 및 도 8b는 이러한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 따른 EC 회로를 나타내는 도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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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8a 및 도 8b에 대한 설명에 앞서서, 다시 도 1a 및 도 1b로 돌아가면, CO 모드에서는 2.2M samples/s 데이터가 

송신(Tx) 필터(110), 하이브리드 회로(112) 그리고 수신(Rx) 필터(114)를 통하여 552K samples/s로 출력된다. RT 

모드에서는 552K samples/s 데이터가 송신(Tx) 필터(120), 하이브리드 회로(122), 그리고 수신(Rx) 필터(124)를 

통하여 2.2M samples/s로 출력된다. 통상적으로, CO 모드의 2.2M samples/s 입력 데이터를 위하여 512개의 FIFO

를 사용하고, RT 모드의 552K samples/s 입력 데이터를 위하여 128개의 FIFO를 사용하다.

도 8a의 CO 모드를 참조하면, 입력 인터페이스 블락(IF_IN, 802)으로 2.2M samples/s 데이터가 입력된 후, 서브 FI

FO 블락(804)과 멀티플리케이션 및 어큐머레이션 블락(MA, 806), 메인 FIFO 블락(808), 그리고 출력 인터페이스 블

락(IF_OUT, 810)을 순차적으로 거쳐 552K samples/s 데이터를 출력한다. 서브 FIFO 블락(804)은 2.2M samples/s

입력 데이터를 ¼다운 샘플링하여 552K samples/s 데이터로 만든 후, 미세하게 지연시킨다. 서브 FIFO 블락(804)은

4 단(depth)의 FIFO를 사용하여 미세 지연을 수행한다. 메인 FIFO 블락(808)은 입력되는 552K samples/s 데이터를

주요 지연시키는 데, 128 단(depth)의 FIFO를 사용한다.

도 8b의 RT 모드를 참조하면, 입력 인터페이스 블락(IF_IN, 822)으로 552K samples/s 데이터가 입력된 후, 메인 FI

FO 블락(824)과 멀티플리케이션 및 어큐머레이션 블락(MA, 826), 서브 FIFO 블락(828), 그리고 출력 인터페이스 블

락(IF_OUT, 830)을 순차적으로 거쳐 2.2M samples/s 데이터를 출력한다. 메인 FIFO 블락(824)은 552K samples/s

입력 데이터를 주요 지연시킨다. 서브 FIFO 블락(826)은 주요 지연된 552K samples/s 데이터를 4 업 샘플링하여 2.

2M samples/s 데이터로 만든 후, 미세하게 지연시킨다.

도 8a의 CO 모드 및 도 8b의 RT 모드의 각 지연 시간(Tdelay)은

Tdelay=D1*4+D2

로 나타난다.

여기에서, D1은 메인 FIFO 블락(808, 824)에 의한 지연 시간이고, D2는 서브 FIFO 블락(804, 826)에 의한 지연 시

간이다. 메인 FIFO 블락(808, 824)은 4번의 인터포레이션 동작이 이루어져야 서브 FIFO 블락(804, 826)의 데이터 

레이트와 일치되기 때문에, 메인 지연 시간에 4가 곱해진다.

따라서, 본 실시예에 의한 EC 회로는 메인 FIFO 블락(808, 824)과 서브 FIFO 블락(804, 826)을 CO 모드와 RT 모드

에 공통으로 사용하되, 데이터 레이트가 낮은 쪽에는 메인 FIFO 블락을, 그리고 데이터 레이트가 높은 쪽에는 서브 F

IFO 블락을 사용하도록 연결된다. 그리고 EC 회로는 128 단의 메인 FIFO 블락과 4 단의 서브 FIFO 블락을 사용하여

종래의 512 단의 FIFO를 대체할 수 있다.

이상에서, 본 발명은 실시예들을 들어 기술하였지만 이는 예시적인 것에 불과하며 본 발명의 기술적 사상 및 범위를 

제한하거나 한정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본 발명의 기술적 사상 및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다양한 변

화 및 변경이 가능함은 물론이다.

발명의 효과

상술한 본 발명은 ADSL 시스템의 CO 모드와 RT 모드에 대한 EC 회로의 연산 으로부터 얻어지는 연산쌍에 의하여 

인터포레이션 필터와 데시메이션 필터를 최대한 공유하고, DSP에서 제어 가능한 지연 기능을 추가하여 전체 채널 구

간에 대하여 에코 제거 동작을 수행하지 않고 가장 지배적인 채널 구간에 대하여 에코 제거 동작을 수행함으로써, 에

코 제거기의 하드웨어의 구성이 단순해진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에코 제거기를 포함하는 비대칭 통신 시스템에 있어서, 상기 에코 제거기는

상기 에코 입력 신호를 소정의 시간 간격으로 지연시켜 지연 신호를 발생하는 지연 라인 블락;

쉬프터 레지스터에 순차적으로 저장된 필터 계수를 순차적으로 쉬프트시키는 필터 계수 테이블 블락; 및

상기 지연 라인 블락의 지연 신호와 상기 필터 계수 테이블 블락의 출력인 필터 계수를 곱하고 가산하여 에코가 제거

된 에코 출력 신호를 발생하는 멀티플리케이션 및 어큐머레이션 블락을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비대칭 통신 시

스템.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에코 제거기는

상기 에코 입력 신호와 상기 에코 출력 신호와의 상관 관계를 계산하여 상기 필터 계수를 발생하는 유한 임펄스 응답 

필터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비대칭 통신 시스템.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쉬프터 레지스터는

상기 비대칭 통신 시스템의 CO 모드 및 RT 모드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비대칭 통신 시스템.

청구항 4.
제1항에 있어서, 상기 필터 계수는

상기 비대칭 통신 시스템의 RT 모드 대비 CO 모드가 1:4의 쉬프터 레이트를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비대칭 통신 

시스템.

청구항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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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에 있어서, 상기 지연 라인 블락은

상기 에코 입력 신호를 입력하는 라인을 8개의 지연 라인으로 나누어 상기 에코 입력 신호를 지연시키는 것을 특징으

로 하는 비대칭 통신 시스템.

청구항 6.
에코 제거기를 포함하는 비대칭 통신 시스템에 있어서, 상기 에코 제거기는

CO 모드시 제1 레이트의, 그리고 RT 모드시 제2 레이트의 에코 입력 데이터를 수신하는 입력 인터페이스 블락;

상기 CO 모드시 상기 제1 레이트의 에코 입력 데이터를 상기 제2 레이트의 데이터로 다운 샘플링하여 쉬프트시키고,

상기 RT 모드시 상기 제2 레이트의 데이터를 상기 제1 레이트의 데이터로 업 샘플링하여 쉬프트시키는 서브 FIFO 

블락;

상기 CO 모드시 상기 제2 레이트의 데이터를, 그리고 RT 모드시 상기 제2 레이트의 에코 입력 데이터를 쉬프트시키

는 메인 FIFO 블락;

상기 서브 FIFO 블락과 상기 메인 FIFO 블락을 CO 모드와 RT 모드에 따라 선택적으로 연결시키는 먹스; 및

CO 모드시 상기 제2 레이트의, 그리고 RT 모드시 상기 제1 레이트의 에코 출력 신호를 발생하는 출력 인터페이스 블

락을 구비하고,

여기에서, 상기 CO 모드일 때는 상기 입력 인터페이스 블락, 상기 서브 FIFO 블락, 상기 메인 FIFO 블락, 그리고 상

기 출력 인터페이스 블락 순으로 연결되고,

상기 RT 모드일 때는 상기 입력 인터페이스 블락, 상기 메인 FIFO 블락, 상기 서브 FIFO 블락, 그리고 상기 출력 인

터페이스 블락 순으로 연결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비대칭 통신 시스템.

청구항 7.
제6항에 있어서, 상기 에코 제거기는

상기 CO 모드시 상기 서브 FIFO 블락에 저장된 필터 계수를, 그리고 상기 RT 모드시 상기 메인 FIFO 블락에 저장된 

필터 계수를 곱하고 가산하는 멀티플리케이션 및 어큐머레이션 블락을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비대칭 통신 

시스템.

청구항 8.
제6항에 있어서, 상기 메인 FIFO 블락은

상기 에코 입력 신호를 주로(mainly) 지연시키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비대칭 통신 시스템.

청구항 9.
제6항에 있어서, 상기 서브 FIFO 블락은

상기 에코 입력 신호를 미세하게(finely) 지연시키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비대칭 통신 시스템.

청구항 10.
제6항에 있어서,

상기 메인 FIFO 블락은 128 단의 FIFO를 사용하고, 상기 서브 FIFO 블락은 4 단의 FIFO를 사용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비대칭 통신 시스템.

청구항 11.
제6항에 있어서, 상기 에코 제거기는

상기 비대칭 통신 시스템의 채널들 중 에코가 지배적인(dominant) 채널에 대하여 동작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비대

칭 통신 시스템.

청구항 12.
제11항에 있어서, 상기 에코 제거기는

상기 지배적인 채널로의 지연을 DSP로부터 받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비대칭 통신 시스템.

청구항 13.
비대칭 통신 시스템 내 에코 제거기의 필터 계수를 다운로드하는 방법에 있어서,

초기 구간 동안 새로 형성된 루프에 대해 에코 제거 트레이닝을 수행하여 필터 계수를 결정하는 제1 단계;

다운로드 레지스터의 제1 값에 응답하여 기입 레지스터 값과 독출 레지스터 값을 비교하여, 상기 기입 레지스터 값과

상기 독출 레지스터 값이 같으면 데이터 레지스터에 상기 필터 계수를 기입하고 상기 기입 레지스터 값을 토글시키는

제2 단계;

계수 다운 인덱스를 증가시키면서 상기 계수 다운 인덱스가 마지막이 될 때 까지 상기 제1 내지 제2 단계를 반복 수행

하는 제3 단계;

상기 다운로드 레지스터의 제2 값에 응답하여 상기 독출 레지스터 값과 상기 기입 레지스터 값이 다른 지를 확인하여,

상기 독출 레지스터 값과 상기 기입 레지스터 값이 다르면 에코 제거기 내의 쉬프터 레지스터로 상기 데이터 레지스

터에 저장된 계수를 할당하는 제4 단계;

상기 쉬프터 레지스터를 순차적으로 쉬프터시켜 인덱스가 마지막 값이면 상기 독출 레지스터 값을 토글시키는 제5 

단계; 및

상기 다운로드 레지스터가 상기 제1 값이면 상기 에코 제거기 동작을 끝마치는 단계를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필터 계수 다운 로드 방법.

청구항 14.
제13항에 있어서, 상기 제1 내지 제3 단계는

DSP에 의해 수행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필터 계수 다운 로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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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5.
제13항에 있어서, 상기 제4 내지 제6 단계는

상기 에코 제거기에 의해 수행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필터 계수 다운 로드 방법.

도면

도면1a

도면1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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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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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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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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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4b

도면4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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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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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5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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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7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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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7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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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8a

도면8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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