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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입력 신호에 존재하는 잡음 성분을 평가하는 신호를 생성하기 위한 적응필터를 갖는 보청기용 소음 감소
회로. 이 회로는 상기 잡음 평가신호를 수신하여 이것을 사용자 선택의 함수로서 혹은 기대되는 잡음 환
경의 함수로서 변경시키는 제 2 필터를 포함한다. 이 회로는 상기 변경된 잡음 평가 신호의 크기를 조정
하여 회로 응답의 크기 조정기 가능하게 하는 이득 제어부를 또한 포함한다. 이 회로는 상기 입력 신호를 
상기 조정된 잡음 평가 신호와 복합시켜 잡음 감소 출력 신호를 생성하는 신호 복합기를 또한 포함한다.

대표도

명세서

[발명의 명칭]

음향 재생 시스템용 적응 잡음 감소회로

[도면의 간단한 설명]

제1도는 본 발명의 잡음 감소회로의 블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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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도는 본 발명의 음향 재생 시스템의 블록도.

제3도는 헤드세트에 구현된 본 발명을 나타냄.

제4도는 제2도의 하드웨어 실시를 나타냄.

제5도는 본 발명을 사용적합하게 구비한 아날로그 보청기의 블록도.

*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0 : 음향 잡음 감소회로                     18 : 적응 필터

100 : 보청기                                     122 : 디지탈 신호 처리 보드

123 : 이어 모듈 (ear module)

[발명의 상세한 설명]

본 발명은 음향 재생 시스템용 잡음 감소회로, 특히 보청기용 적응 잡음 감소회로에 관한 것이다.

보청기 사용자들의 공통된 시끄러운 환경에서는 말을 알아 들을 수 없다는 것이다. 종래, 보청기 사용자
들은 음량 조절에 의한 종합 이득을 조정하는 것, 주파수 응답을 조정하는 것 또는 단순히 보청기를 제거
하는 것과 같은 잡음 속 청취 (listening-in-noise) 방법만을 행하였다. 최근의 보청기에는 예를들어 잡
음에 따라 저주파수 이득 변경에 의거한 잡음 감소 기술을 이용하고 있다. 그러나, 통상 이러한 방법과 
기술로는 음향의 가청 범위로부터 잡음 성분을 원하는 만큼 완전히 제거할 수가 없다.

잡음을 효과적으로 감소시키는 것 뿐만 아니라 실용상의 이어 레벨 (ear-level) 보청기 설계는 현재 시판
의 보청기가 요구되고 있는 전력, 크기 및 마이크로폰 배치 제약들을 만족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강
력한 디지탈 신호 프로세싱 기술을 이용할 수도 있지만, 보청기에 이것을 이용하면 상당한 공간과 전력을 
필요로 하므로 대부분 실용적이 못된다. 그러므로 적당한 연산재원을 요구하고, 단 한개의 마이크로폰 입
력을 사용하며 상이한 잡음 입력에 대하여 광범위한 응답을 가지며, 특별한 사용자의 선택에 따라 주문 
생산에 응할 수 있는 잡음 감소회로에 대한 요구가 있다.

본 발명의 목적들은 입력 신호에서 잡음 성분을 평가하여 그것을 감소시키는 잡음 감소 회로를 제공하는 
것; 크기가 작고 보청기에 사용될 경우에는 최소한의 전력 요건을 갖는 상기 회로를 제공하는 것; 사용자
의 선택에 따라 주파수 응답을 조정할 수 있는 상기 회로를 제공하는 것; 기대되는 잡음 환경에 따라 주
파수 응답을 조정할 수 있는 상기 회로를 제공하는 것 : 사용자의 선택에 따라 조정할 수 있는 이득을 갖
는 상기 회로를 제공하는 것 : 존재하는 잡음 환경에 따라 조정 가능한 이득을 갖는 상기 회로를 제공하
는 것 : 잡음 감소출력 신호를 내는 상기 회로를 제공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본 발명의 일형태는 잡음 성분을 포함하는 음향에 응하여 입력 신호를 생성하는 마이크로폰
을 가지는 음향 재생 시스템용 잡음 감소회로를 제공하는 데 있다. 이 회로는 입력 신호에 응하여 잡음 
평가 신호를 생성하는 가변 필터를 구비하고, 입력신호와 입력 평가신호에 응답해서 복합 신호를 생성하
는 제 1 복합 수단을 또한 구비하는 적응필터를 포함한다. 이 가변 필터의 파라미터는 복합 신호에 응하
여 변동되어 그 동작특성을 변화시킨다. 이 회로는 또한 잡음 평가 신호에 응하여 변경된 잡음 평가 신호
를 생성하는 제2 필터를 포함하고, 지연신호를 생성하기 위하여 입력 신호를 지연시키는 수단을 또한 포
함한다. 이 회로는 지연 신호와 변경된 잡음 평가신호에 응답해서 잡음 감소 출력 신호를 생성하는 제 2 
복합 수단을 또한 포함한다. 이 가변 필터는 소정 시간 간격 동안 입력 신호를 연속적으로 샘플링하여 잡
음 평가신호를 생성하는 수단을 포함할 수 있다. 이 회로는 디지탈 입력 신호에 의해 사용될 수 있으며 
샘플 정수 N 만큼 입력 신호를 지연시켜 지연신호를 생성하는 지연수단을 포함할 수 있고, 2N + 1 샘플 
탭 길이를 갖는 대칭 FIR 필터를 구비하는 제2 필터를 포함할 수 있다. 이 회로는 변경된 잡음 평가 신호
의 진폭을 조절하는 수단을 또한 포함할 수 있다.

본 발명의 다른 형태는 잡음 성분을 포함하는 음향에 응하여 입력 신호를 생성하는 마이크로폰과 입력신
호에 응하여 잡음평가 신호를 생성하는 가변필터를 갖는 음향 재생 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은 입력 신호와 
잡음 평가 신호에 응하여 복합 신호를 생성하는 제1 복합 수단을 갖는다. 이 가변 필터의 파라미터는 복
합 신호에 응하여 변화되어 동작 특성을 변화시킨다. 이 시스템은 잡음 평가 신호에 응하여 변경된 잡음 
평가 신호를 생성하는 제2 필터와 입력신호를 지연시켜 지연신호를 생성하는 수단을 또한 포함한다. 이 
시스템은 지연 신호와 변경된 잡음 평가 신호에 응하여 잡음 감소 출력 신호를 생성하는 제 2 복합 수단
을 갖고 잡음 감소 출력 신호의 함수로서 감소된 잡음 성분 레벨을 갖는 음향을 생성하는 트랜듀서를 또
한 갖는다. 이 가변 필터는 소정시간 간격 도안 입력신호를 연속적으로 샘플링하여 잡음 평가신호를 생성
하는 수단을 포함할 수 있다. 이 시스템은 디지탈 입력 신호에 의해 사용될 수 있으며 샘플 정수 N 만큼 
입력 신호를 지연시켜 지연신호를 생성하는 지연수단을 포함할 수 있으며 2N + 1 샘플 탭 길이를 갖는 대
칭 FIR 필터를 구비한 제 2 필터를 포함할 수 있다. 이 시스템은 변경된 잡음 평가 신호의 진폭을 조정하
는 수단을 또한 포함할 수 있다.

본 발명의 또 다른 형태는 가청 주파수 범위에 있는 입력 신호에 포함되는 잡음 성분을 감소시키는 방법
에 관한 것으로서, 이 방법은 가변 필터로 입력 신호를 필터링하여 잡음 평가신호를 생성하는 단계와 입
력 신호와 잡음 평가신호를 복합하여 보갛ㅂ 신호를 생성하는 단계를 구비한다. 이 방법은 복합 신호에 
응하여 가변 필터의 파라미터를 변화시키는 단계와, 소정 파라미터에 따라 잡음 평가 신호를 필터링하여 
변경된 잡음 평가 신호를 생성하는 단계를 또한 포함한다. 이 방법은 입력 신호를 지연시켜 지연신호를 
생성하는 단계와 지연신호와 변경된 잡음 평가 회로를 복합하여 잡음 감소 출력신호를 생성하는 단계를 
또한 포함할 수 있다. 이 방법은 소정 시간 간격 동안에 연속적으로 입력 신호를 샘플링하여 상기 가변 
필터의 파라미터를 변화시키는 단계를 구비하는 필터 파라미터 변화 단계를 포함할 수 있다. 이 방법은 
디지탈 입력 신호에 의해 사용될 수 있으며 입력 신호를 샘플 정수 N 만큼 입력 신호를 지연시켜 지연 신
호를 생성하는 지연단계를 포함할 수 있으며 잡음 평가 신호를 2N + 1 샘플 탭 길이를 갖는 대칭 FIR 필
터로 필터링 하는 필터링 단계를 포함할 수 있다. 이 방법은 변경된 잡음 평가 신호의 진폭을 선택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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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절하는 단계를 또한 포함할 수 있다.

이하, 도면을 참조하여 설명한다.

보청기에서 실시되는 본 발명의 잡음 감소회로는 제1도에서 참조 부호 10으로 표시된다. 회로 (10)은 마
이크로 폰, 신호 프로세서, 기타와 같은 종래의 입력 신호원인 입력부 (12)를 갖는다. 입력부 (12)는 아
날로그 입력용으로 아날로그, 디지탈 변환기 (도시되지 않음) 를 또한 포함하여 선 (14)에 전송된 신호를 
디지탈 신호이다. 선 (14)상의 입력 신호는 입력 신호를 N 샘플 정수 만큼 지연시키는 N-샘플 지연회로 
(16), 점선(18) 내 적응필터, 지연부 (20) 및 신호 레벨 조정기 (36)에 의해 수신된다.

적응 필터 (18)는 신호 복합기 (22), 및 가변 필터 (24)를 포함한다. 지연부 (20)는 선 (14)으로부터 입
력 신호를 수신하여 소정 샘플수만큼 지연된 것을 제외하고 입력 신호와 동일한 신호를 선 (26)에 출력한
다. 실제적으로, 지연부 (20) 에 대한 지연 길이는 사용자의 선택에 따라서 혹은 기대되는 잡음 환경에 
대비해서 설정된다. 선 (26) 상의 지연신호는 가변 필터 (24)에 수신된다. 가변 필터(24)는 지연 입력 신
호의 각 데이터 비트를 연속적으로 샘플하여 선 (14)상의 입력 신호에 존재하는 잡음 성분의 평가인 잡음 
평가신호를 선 (28) 상에 생성한다. 대안적으로, 회로 (10) 의 신호 처리 요건을 감소코자 할 경우에는, 
가변 필터 924)는 지연 입력 신호의 단지 일부의 샘플만을 샘플하도록 설정될 수 있다. 신호 복합기 (22) 
는 선 (14)  으로 부터 입력 신호를 수신하고, 선 (28)  상의 잡음 평가 신호를 수신하다. 신호 복합기 
(22)는 이 2 개의 신호를 복합하여 선 (30) 으로 출력되는 오차신호를 생성한다. 신호 복합기 (22) 는 바
람직하게 2 개의 신호간의 차를 취한다.

가변 필터 (24) 는 선 (30) 상의 오차 신호를 수신한다. 가변 필터 (24) 는 알고리즘에 따라 필터 파라미
터를 변화시키는 것에 의해 오차 신호에 응답한다. 만일 오차와 지연샘플의 곱이 양이면 지연 샘플에 해
당하는 필터 파라미터는 증가된다. 만일 이 곱이 음이면 필터 파라미터는 감소된다. 이것은 각 파라미터 
마다 행하여 진다. 이 가변 필터 (24) 는 바람직하게는 오차 신호에 응하여 필터 파라미터를 조정하기 위
하여 LMS 필터 알고리즘 버젼을 사용한다. 이 LMS 필터 알고리즘은 당업자에 의해 일반적으로 이해되고, 
이는 Windrow, Glover, McCool., Kaunits, Williams, Hearn,Ziedler, Dong 및 Goodlin 공통 발표의 "적응 
잡음 소거 : 원리 및 응용 (Adaptive Noise Cancelling : Priciples and Application)", Proceedings of 
the IEEE, 63(12), 1692~1716 (1975)에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다. 당업자는 다른 적응 필터 및 알고리즘이 
본 발명의 범위 내에서 사용될 수 있다는것을 알 수 있다. 본 발명은 바람직하게 LMS 알고리즈므이 2 진 
버젼을 이용한다. 2 진 버젼은 오차 신호의 값 대신에 필터 파라미터를 갱신 (update) 하기 위하여 오차 
신호의 부호 (sing)를 사용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종래의 LMS  알고리즘과 유사하다. 동작시, 가변 필터 
(24)는 바람직하게 수초 정도의 적응 시정수를 갖는다. 이 시정수는 가변 필터의 출력이 선 (14) 상의 입
력 신호에 포함된 지속적 또는 정상 잡음성분의 평가이도록 이용된다. 이 시정수는 시스템이 일 시정수 
기간동안에 여러번 변화하여 들어오는 과도 신호 및 음성 에너지를 적응시켜 소거하는 것을 방지한다. 이 
시정수는 파라미터 갱신율과 파라미터 갱신치에 의해 결정된다.

필터 (32) 는 가변 필터 (24) 로부터 잡음 평가 신호를 수신하여 변경된 잡음 평가 신호를 생성한다. 필
터 (32) 는 사용자의 청각 장해의 함수 또는 기대되는 잡음 환경의 함수로서 설정되는 미리 선택된 필터 
파라미터를 갖는다. 필터 (32) 는 회로 (10) 가 잡음 감소를 위해 동작하는 주파수를 선택하는 데 사용된
다. 예를 들어, 저주파수가 마스킹 (masking) 의 상향 확정(upward spread) 에 기인하여 손상된 청력에 
대해 장애를 일으키는 경우에는 필터 (32)는 잡음 평가 신호의 저주파파 성분만을 통과시키도록 한다. 이
것은 회로 (10) 가 신호 복합기 (42) 를 통해 저주파수에 있는 잡음성분을 제거할 수 있도록 한다. 마찬
가지로, 만일 사용자가 고주파수로 인해 청취장해를 받는다면 필터 (32) 는 잡음 평가 신호의 고주파수 
성분만을 통과토록하여 신호 복합기 (42)를 통해 출력을 감소시킨다. 실제상, 필터 (32)의 파라미터에 관
한 절대적 설정 방법은 거의 없으며 최종 설정은 사용자의 선택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회로 (10) 가 보청기에 사용될 경우, 필터 (32)의 파라미터는 보청기의 조립 과정에서 사용자의 선택에 
따라 결정된다. 보청기는 바람직하게 조립과정에서의 필터 (32) 의 파리미터 설정에 관한 미국 특허 No. 
4,548,082 의 제2도에 나타낸 커넥터와 데이터 링크를 포함한다. 조립과정을 바람직하기는 미국 특허 No. 
4,548,082 에 상세히 개시된 바와 같이 행해진다.

필터 (32) 는 선 (34) 상에 신호 레벨 조정기 (36) 에 의해 수신되는 변경된 잡음 평가 신호를 출력한다. 
신호 레벨 조정기 (36) 는 변경되 ㄴ잡음 평가 신호의 진폭을 조정하여 선 (38) 상에 진폭 조정신호를 생
성한다. 조정기(36) 가 수동으로 조작된다면, 사용자는 회로 (10)의 필요성이 줄어드는 조용한 때에는 변
경된 잡음 평가 신호의 진폭을 감소시킬 수 있다. 마찬가지로 사용자는 시끄러울 동안에는 변경된 잡음 
평가 신호 전부를 통과토록 할 수 있다. 신호레벨 조정기 (36)의 자동제어를 행하는 것도 본 발명의 범위 
내이다. 이 동작은 신호 레벨 조정기 (36) 로 하여금 선 (14) 을 통해 입력부(12) 로 부터 수신된 신호의 
최소 문턱 레벨을 감지케 함으로써 이루어진다. 최소문턱 레벨이 클 경우는 변경된 잡음 평가 신호의 전
출력을 제안하는 시끄러운 환경을 나타낸다. 최소 문턱 레벨이 작을 경우는 변경된 잡음 평가 신호가 감
소되어야 하는 것을 제안하는 조용한 환경을 나타낸다.  중간적인 조건에 대해서는,  신호 레벨 조정기 
(36)를 중간 조정으로 설정한다.

 N - 샘플 지연 (16) 은 입력부 912) 로 부터 입력신호를 수신하여 선(40) 상으로 N - 샘플만큼 지연된 
신호를 출력한다. 신호 복합기 (42) 는 선 (40) 상의 지연 신호와 선 (38) 상의 진폭 조정신호를 복합하
여 선 (43) 을 통해 출력부 (44) 에 잡음 감소 출력 신호를 생성한다. 신호 복합기 (42)는 바람직하게 두
신호간의 차를 취한다. 이 신호 복합기 (42) 의 작동은 N - 샘플 지연 신호와 선 (38) 상의 필터된 신호 
모두에 존재하는 잡음 신호 성분을 소거한다. N-샘플지연부(16)에 있어서의 N 의 수치는 N-샘플의 지연을 
가진 대칭 FIR 필터인 필터 (32)의 탭 길이에 의해 결정된다. 주어진 탭 길이 L에 대해, L=2N+1 이다. 이 
식의 사용에 의해 N-샘플 지연부 (16)의 출력과 필터 (32)의 출력 사이에 적절한 타이밍이 유지되도록 한
다.

보청기에 사용될 경우, 잡음 감소회로 (10) 는, 필터, 증폭기 및 신호 프로세서와 직렬로 연결된다. 제2
도는 제1도의 회로(10) 를 보청기 (100) 있어서의 제 1 신호 처리단계로서 사용한 블록도를 나타낸다. 동
일한 요소에 대해서는 동일한 도면부호를 사용한다. 제2도에는 종래 수단에 의해 보청기 (100) 에 들어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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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음향에 응하여 입력 신호를 생성하도록 설치된 마이크로폰 (50) 을 표시한다. 아날로그/디지탈 변환
기 (52)는 입력 신호를 수신해서 이것을 디지탈 신호로 변환한다. 잡음 감소 회로 (10)는 디지탈 신호를 
수신해서 제1도와 그에 대한 명세서 부분에서 상세히 설명하였듯이 그 속에 들어 있는 잡음 성분을 감소
시킨다. 신호 프로세서 (54)는 회로 (10) 로 부터 잡음 감소출력 신호를 수신한다. 신호 프로세서 (54)는 
보청기에서 디지탈 신호 처리용으로 이용가능한 일반적으로 이용되는 신호 처리 회로 한개 혹은 그 이상
일 수 있다. 예를 들어, 신호 프로세서 (54)는 미국 특허 제 4,548,082 호에 개시된 필터 - 리밋- 필터 
구조 (filter-limit-filter structure) 를 포함할 수 있다. 또한 신호 프로세서(54) 는 보청기용으로 이
용 가능한 다른 증폭기 또는 필터 단계 (stage)의 어떤 조합도 포함할 수도 있다. 디지탈 신호가 신호 처
리의 최종 단계를 거친 후 디지탈;/ 아날로그 변환기 (56)는 이 신호를 잡음 감소신호의 함수로서 음향을 
생성하는 트랜듀서 (58) 에 의해 사용되는 아날로그 신호로 변환한다. 

본 발명은 종래의 보청기에 사용되는 외에, 신호로 부터 정상 잡음 성분을 제거할 필요가 있는 기타의 응
용에도 사용될 수가 있다. 예를 들면 공장내의 작업 환경에는 선풍기나 모터의 소음과 같은 배경 소음이 
존재한다. 제3도는 선풍기나 모터의 소음을 감소하기 위해 작업자가 귀에 쓰는 헤드세트(110) 나 작업자
의 헬멧에 설치된 제1도의 회로 (10) 를 표시한다. 헤ㅡ 세트 (110) 에는 작업장 내의 소리를 검출하는 
마이크로폰 (50) 이 들어 있다. 마이크로폰 (50)은 도선 (도시되지 않음) 에 의해 회로 (112) 에 접속된
다. 회로 (112) 는 제2도의 아날로그/디지탈 변환기 (52), 잡음 감소회로 (10) 및 디지탈/아날로그 변환
기 (56)를 포함한다. 이와 같이 해서 회로 (112) 는 마이크로폰 (50) 에 의해 생성된 신호 속에 포함된 
잡음 성분을 감소시킨다. 당업자는 회로 (112) 는 제2도의 신호 프로세서 (54)에서의 경우와 같이 그밖의 
신호 처리도 포함할 수 있다는 것을 알 것이다. 헤드세트 (110) 은 또한 회로 (112) 에 의해 생성된 잡음 
감소신호의 함수로서 음향을 생성하기 위한 트랜듀서 (58)를 포함한다.

제4도는 본 발명의 일실시예의 하드웨어 실시 (120) 를 나타내며, 특히 신호 프로세서 (54) 을 생략하여 
단일 이득 기능으로 단순화된 제2도의 블록도의 실시를 나타낸다. 하드웨어 (120) 는 TMS 32040 14-비트 
아날로그/디지탈 및 디지탈/아날로그 변환기 (126), TMS 32010 디지탈 신호 프로세서 (128) 및 12.5 khz 
의 샘플링 속도의 실시간으로 동작하는 EPROM 및 RAM 메모리로 이루어진 디지탈 신호 처리 보드 (122) 를 
포함한다. 요소 (126) 는 제2도의 변환기 (52) 와 (56) 의 기능을 복합하며, 128은 잡음 감소 회로 (10) 
의 잡음 감소 기능을 제공하는 EPROM 프로그램 메모리 (130) 내의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디지탈 신호 프로
세서이다. 하드웨어 (120) 에는 음향 신호의 입력 및 출력을 위한 이어 모듈 (ear module) (123)을 포함
한다. 이어 모듈 (123) 은 바람직하게 보청기 케이스 뒤에 전형적으로 내장된 Knowles EK 3024 마이크로
폰과 전치 증폭기 (124) 및 Knowles ED 1932 수신기 (134) 를 구비한다. 마이크로폰과 전치 증폭기 (124) 
및 수신기 (134) 는 제2도는 마이크로폰 (50) 과 트랜듀서 (58) 의 기능을 제공한다.

회로 (130) 는 상세한 설명 끝부분에 부록 A (Appendix A) 로 포함시킨 컴퓨터 프로그램 "NRDEF. 320" 을 
통해 제1도의 잡음 감소 회로 (10) 를 실시하기 위한 EPROM 프로그램 메모리를 포함한다. 이 NRDEF. 320 
프로그램은 바람직하게 입력 신호 처리에 있어 선형 산술 및 선형 적응 계수 양자화를 이용한다. 처리에 
대한 제어는 프로그램에 포함된 시리얼 통신 루틴을 사용함으로써 이루어진다.

동작시, 이 NRDEF. 320 프로그램은 제1도의 잡음 감소 회로 (10) 를 소프트웨어로 구현한다. 제1도에 사
용된 참조문자를 다음의 제4도 설명에 반복하여 제1도로 부터의 블록을, 이 블록을 구현하는 NRDEF. 320 
프로그램에서의 해당하는 소프트웨어 루틴과 상관시키도록 한다. 따라서, 이 DRDEF. 320 프로그램은 가변
필터 경도의 단일 지연부 (20)를 갖는 6 탭 가변필터 (24) 를 구현한다. 가변 필터 (24) 는 입력 신호로 
부터 가변 필터 출력을 뺀 오차 신호에 의해 구동된다. 오차 신호와 해당하는 데이터 값의 부호 (sign) 
에 의거하여, 갱신되는 가변 필터 (24) 의 계수는 단일의 최하위 비트 만큼 증가하거나 감소한다. 오차 
신호는 가변필터 (24) 의 계수를 갱신하는 데만 사용되며, 그 이상의 처리에서는 사용되지 않는다. 가변 
필터 (24) 로 부터의 잡음 평가 출력은 11 탭 선형 위상 필터 (32) 에 의해 저역만 통과된다. 이 저역 통
과 잡음 평가는 멀티플라이어 (디폴트 = 1) 스케일되고 5샘플 지연된 입력신호로 부터 빼져 잡음 감소출
력 신호를 생성한다.

제5도는 본 발명을 종래의 아날로그 보청기에 사용한 경우를 나타낸다. 제5도는 상기에서 설명한 바와 같
은  아날로그/디지탈  변환기  (52),  음향  잡음  감소  회로  (10)  및  디지탈/아날로그  변환기  (56)를 
포함한다. 히로 (10) 및 변환기들 (52 및 56)은 바람직하게 보청기의 마이크로폰 (50)과 증폭기 (57) 사
이 접속용 종래 수단에 의해 집적 회로의 칩 세트에 장착된다.

상기 설명으로 부터 본 발명의 여러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며, 기타의 유용한 결과가 얻어짐을 알 수 있
다.

본 발명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고 상기 구성에서 여러가지 변경이 가능하므로, 상기의 명세서 본문에 포함
되거나 첨부도면에 나타낸 내용은 제한적인 의미에서가 아니라 예시적인 것으로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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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잡음 성분이 존재하는 음향에 응하여 입력 신호를 생성하는 마이크로폰을 갖는 음향 재생 장치용 잡음 감
소회로에 있어서, 입력 신호에 응하여 잡음 평가 신호를 생성하는 가변 필터를 포함하고 입력 신호와 잡
음 평가 신호에 응하여 복합 신호를 생성하는 제 1 복합 수단을 또한 포함하는 적응필터, 상기 가변 필터
는 복합 신호에 응하여 변화되어 그 동작 특성을 변화시키는 파라미터들을 구비하며, 잡음 평가 신호에 
응하여 변경된 잡음 평가 신호를 생성하는 제 2 필터 와, 입력을 지연시켜 지연신호를 생성하는 수단과, 
지연 신호와 변경된 잡음 평가 신호에 응하여 잡음 감소출력 신호를 생성하는 제 2 복합 수단을 구비함을 
특징으로 하는 잡음 감소 회로.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가변 필터는 소정 시간 간격 동안 입력 신호를 연속적으로 샘플링하여 상기 시간 
간격 동안 잡음 성분의ㅣ 함수인 잡음 평가신호를 생성하는 수단을 구비함을 특징으로 하는 잡음 감소 회
로. 

청구항 3 

제1항 또는 제2항에 있어서, 상기 입력 신호는 디지탈 신호이고, 상기 지연 수단은 입력 신호를 샘플 정
수 N 만큼 지연시켜 지연신호를 생성하는 수단을 구비하고, 상기 제 2 필터는 2N + 1 샘플 탭 길이를 갖
는 대칭 FIR 필터를 구비함을 특징으로 하는 잡음 감소회로.

청구항 4 

제1항 또는 제2항에 있어서, 상기 회로는 변경된 잡음 평가 신호의 진폭을 조정하여 진폭조정 신호를 생
성하는 수단을 또한 구비하며, 상기 제2 복합 수단은 지연 입력 신호와 진폭 조정신호에 응답적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잡음 감소회로.

청구항 5 

제4항에 있어서, 상기 입력 신호는 디지탈 신호이며, 상기회로는 소정 샘플수 만큼 입력 신호를 지연시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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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정의 지연 신호를 생성하는 수단을 또한 구비하며, 상기 가변 필터는 상기 소정의 지연 신호에 응하여 
잡음 평가 신호를 생성함을 특징으로 하는 잡음 감소회로.

청구항 6 

제1항 또는 제2항에 있어서, 상기 제2 필터의 필터 파라미터는 사용자의 청각 장애의 함수로서 사용시에 
장애에 따라 선택되거나 또는 기대되는 잡음 환경의 함수로서 선택됨을 특징으로 하는 잡음 감소 회로.

청구항 7 

가청 주파수 범위의 입력 신호에 존재하는 잡음 성분을 감소하는 방법에 있어서, 입력 신호를 가변 필터
로 필터링 (filtering) 하여 잡음 평가 신호를 생성하는 단계, 입력 신호와, 잡음 평가신호를 복합하여 
복합신호를 생성하는 단계, 복합 신호에 응하여 가변 필터의 파라미터를 변화시키는 단계, 소정의 필터 
파라미터에 다라 잡음 평가신호를 필터링하여 변경된 잡음 평가 신호를 생성하는 단계, 입력 신호를 지연
시켜 지연신호를 생성하는 단계, 지연 신호와 변경된 잡음 평가 신호를 복합하여 잡음 감소 출력 신호를 
생성하는 단계를 구비하는 잡음 성분 감소 방법.

청구항 8 

제7항에 있어서, 상기 방법은 입력 신호의 문턱 레벨에 응하여 변경 잡음 평가회로의 진폭을 선택적으로 
조정하여 진폭 조정 신호를 생성하는 단계를 또한 구비하며 상기 2 번째의 복합 단계는 지연신호와 진폭 
조정신호를 복합시키는 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잡음 성분 감소방법.

청구항 9 

잡음 성분이 존재하는 음향에 응하여 입력 신호를 생성하는 마이크로폰, 입력 신호에 응하여 잡음 평가 
신호를 생성하는 가변 필터,  입력 신호와 잡음 평가 신호에 응하는 복합 신호를 생성하는 제 1  복합 
수단, 상기 가변 필터는 상기 복합 신호에 응하여 변화되어 동작 특성을 변화시키는 파라미터를 가지며, 
상기 잡음 평가 신호에 응하여 변경된 잡음 평가 신호를 생성하는 제 2 필터, 상기 지연 신호와 상기 변
경된 잡음 평가신호에 응하여 잡음 감소출력 신호를 생성하는 제 2 복합 수단, 상기 잡음 감소 출력 신호
의 함수로서 감소된 잡음 성분 레벨을 갖는 음향을 생성하는 트랜듀셔를 구비함을 특징으로 하는 보청기.

청구항 10 

제9항에 있어서, 상기 가변 필터는 소저으이 시간 간격 동안 입력 신호를 연속적으로 샘플링하여 상기 시
간 간격 동안에 잡음 성분의 함수인 잡음 평가 신호를 생성하는 수단을 구비함을 특징으로 하는 보청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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