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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복수의 센서 사이의 이득 및 시간 지연의 자동 계산을 위한 방법 및 장치가 제공된다. 예시적 실시예에서, 하나의 센서는,
협대역 처리인 것으로 가정되는 측정된 신호량에 관하여 기준 센서로서 취급된다. 바로 그 측정된 양에 관하여 추가 센서
들에서의 상대적 이득 및 시간 지연은, 적응성 필터링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자동으로 계산된다. 유익하게, 공개된 실시예
들은 표준의 디지털 신호 처리 소자들을 사용하여 구현된다.

대표도

도 2

색인어

센서, 신호 처리, 시간 지연, 측정, 적응성 필터링 알고리즘

명세서

기술분야

본 발명은 신호 처리에 관한 것으로, 보다 구체적으로는 복수의 센서에서의 신호 레벨의 측정 및 시간 지연의 측정에 관한
것이다.

배경기술

많은 신호 처리 애플리케이션에서, 특정 신호 소스에 대한 복수의 신호 센서들의 상대적 감도를 판별하는 것이 바람직하
다. 예컨대, 핸즈-프리 전화에서, 자동차에서의 배경 잡음 및 에코의 영향을 감소시키기 위해 빔 형성 방법(beam forming
method)과 연계하여 듀얼 마이크로폰이 사용될 수 있다. 이렇게 하기 위해, 특정 사용자로 향하는 공간 빔 및/또는 다른
사용자나 확성기에 대한 공간적 노치(notch)를 형성하도록 서로 다른 음향 소스에 대한 마이크로폰들의 상대적 감도에 관
한 정보가 사용된다. 이러한 접근법에서는, 마이크로폰의 감도에 대한 동적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획득할 필요가 있
다.

도 1은 핸즈-프리 이동 전화에서 서로 다른 신호 소스들에 관한 듀얼 마이크로폰들의 상대적 감도를 측정하기 위한 종래
기술의 시스템(100)을 도시하고 있다. 도시된 바와 같이, 종래 기술의 시스템(100)은 제1 마이크로폰(115), 제2 마이크로
폰(125), 적응성 필터(135), 및 가산 장치(140)를 포함한다. 제1 마이크로폰(115)의 출력 y1(k)는 가산 장치(140)의 양의

입력에 결합되고, 제2 마이크로폰(125)의 출력 y2(k)는 적응성 필터(135)의 음의 입력에 결합된다. 적응성 필터(135)의

출력 (k)는 가산 장치(140)의 음의 입력에 결합되며, 가산 장치(140)의 출력 e(k)는 적응성 필터(135)로의 피드백 신호
로서 사용된다.

도시된 바와 같이, 제1 마이크로폰(115)은 제1 소스(110)에 더 가까이 위치하며, 제2 마이크로폰(125)는 제 소스(120)에
더 가까이 위치한다. 예컨대, 제1 마이크로폰(115)은 자동차 운전자 부근에 위치한 차양판(sun-visor)에 부착된 핸즈-프
리 마이크로폰이 될 수 있으며, 제2 마이크로폰(125)은 자동차 탑승자 부근에 위치한 이동 장치 내에 내장된 마이크로폰일
수 있다. 도 1에는 도시되지 않았지만, 적응성 필터(135) 및 가산 장치(140)에 의해 디지털 신호가 처리될 수 있도록 제1
및 제2 마이크로폰(115, 125)의 각각의 출력에 선행 처리 및 아날로그-대-디지털 변환 회로가 포함될 수도 있다는 것을
당업자는 이해할 것이다. 가산 장치(140)의 출력 e(k)는 제1 마이크로폰(115)의 출력 y1(k) 및 적응성 필터(135)의 출력

1(k)간의 차이를 나타내며, 이 차이값은 이후부터 에러 신호라 언급될 것이다.

동작시, 적응성 필터(135)의 계수는 에러 신호 e(k)가 최소화되도록 최소 제곱(a least square)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조정

된다. 즉, 적응성 필터(135)는 적응성 필터(135)의 출력 1(k)가 가능한 한 제1 마이크로폰(115)의 출력 y1(k)에 근접하

도록 조정된다. 따라서, 적응성 필터(135)는 마이크로폰(115, 125)의 물리적 분리에 의해 생성된 신호의 영향을 모델링하
려고 한다. 예컨대, 승객(120)이 말을 할 때, 그 목소리는 제2 마이크로폰(125)보다 약간 늦게 제1 마이크로폰(115)에 도
달할 것이다. 그리고, 제1 마이크로폰(115)에 수신된 대응하는 음성 신호 레벨은 제2 마이크로폰(125)에 수신된 레벨에
비해 다소 감쇠될 것이다. 따라서, 적응성 필터(135)는 유사한 지연 및 감쇠 효과를 제공하도록 조정될 것이다.

그 결과, 마이크로폰들에서의 상대적 시간 지연 및 신호 지연은, 예컨대, Y.T. Chan, J.M. Riley and J.B. Plant, "A
Parameter estimation approach to time delay estimation and signal detection". IEEE Transactions on Acoustics,
Speech and Signal Processing, vol. ASSP-28, Feb. 1980에 기술된 바와 같이, 적응성 필터(135)의 계수들에 기초하여
계산될 수 있다. 그러나, 도 1의 시스템의 한 단점은, 배경 잡음의 존재시에 그 퍼포먼스가 상당히 열화될 수 있다는 것이
다. 그 결과, 도 1의 시스템은 배경 잡음이 흔히 발생하는 가장 실용적인 애플리케이션에서 유용하지 못하다. 따라서, 복수
의 센서에서의 상대적 신호 레벨 및 시간 지연을 측정하기 위한 개선된 방법 및 장치가 필요하다.

<발명의 요약>

본 발명은, 복수의 센서들에 대한 신호 레벨 및 시간 지연의 정확하고 확실한 산정치를 제공하기 위해 고정 필터와 적응성
필터가 함께 사용되는 시스템을 사용함으로써 상술한 필요성 및 그 외의 다른 요건을 충족시켜 주고 있다. 예시적 실시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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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고정된 필터는 대상 신호 소스를 광대역 배경 잡음으로부터 구별하는데 사용되는 최소한 하나의 상대적으로 좁은 통
과 대역을 포함한다. 이 실시예에서, 고정 필터는 기준 센서에 결합되고, 적응성 필터는 보조 센서에 결합된다. 고정 필터
및 적응성 필터의 출력으로부터 유도된 에러 신호는 적절한 최소 제곱 알고리즘에 따라 적응성 필터의 필터 계수를 조정하
는데 사용된다. 고정 필터 및 적응성 필터의 계수들은 두 센서들간의 시간 지연 및 상대적 레벨의 산정치를 계산하기 위해
사용된다. 이 산정치는 센서 선택 및 빔 형성에 관한 결정을 내리는데 사용될 수 있다.

예시적인 실시예에서, 대상 신호가 존재하지 않는 때를 가리키는 액티비티 검출기(activity detector)에 시스템의 기능이
보충된다. 액티비티 검출기에서, 적응성 필터에 축적된 에너지는 고정 필터의 계수들로부터 유도된 기대 최소값과 비교된
다. 축적된 에너지가 기대값보다 작을 때, 대상 신호가 존재하지 않음을 가리키고(즉, 배경 잡음만 존재함), 대상 신호가 존
재하지 않는 기간 동안에도 시스템의 적절한 작동을 보장하기 위해 시간 지연 및 상대적 레벨 산정치가 적절한 값으로 설
정된다.

다른 실시예에서는, 2개 이상의 센서가 사용된다. 이와 같은 실시예들에서, 한 센서가 기준 센서로서 다루어지고 고정 필
터에 결합된다. 반면, 추가 센서들 각각은 적응성 필터에 결합된다. 각각의 추가 센서에 대하여, 고정 필터 및 대응하는 적
응성 필터의 출력으로부터 유도된 에러 신호는 대응하는 적응성 필터의 계수들을 갱신하는데 사용된다. 따라서, 기준 센서
및 각각의 추가 센서들간의 시간 지연 및 상대적 신호 레벨의 확실한 산정치가 계산될 수 있고, 센서 선택 및 빔 형성에 관
한 정교한 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다.

전체적으로, 본 발명은 복수의 센서에서의 시간 지연 및 상대적 신호 레벨을 산정하기 위한 계산적으로 간단하며 정확하고
확실한 방법을 제공한다. 본 발명은 다양한 분야의 신호 처리에 적용될 수 있다. 예컨대, 상술한 핸즈-프리 이동 통신 분야
외에도, 원격 회의(teleconferencing)와 같은 음성 애플리케이션에도 이용될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은, 대상 신호가 무선
주파수 전송(예컨대, 셀룰러 무선 시스템에서의 이동국 및 기지국으로부터의 무선 주파수 전송)이고, 센서들이 무선 주파
수 감응 안테나 부품인 경우의 무선 통신 애플리케이션에도 적용될 수 있다. 본 발명의 이들 및 다른 특징 및 장점들은 첨
부된 도면에 도시된 설명을 위한 예를 참조하여 이후에 기술될 것이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상술한 종래 기술의 신호 레벨 및 지연 측정 시스템을 도시한다.

도 2는 본 발명에 따른 신호 레벨 및 지연 측정 시스템을 도시한다.

도 3은 듀얼 신호 검출기에서 검출된 2개 신호의 상대적 신호 레벨 및 시간 지연을 도시한다.

도 4는 본 발명에 따른 또 다른 신호 레벨 및 시간 지연 시스템을 도시한다.

도 5는 도 2 및 도 4의 예시적 시스템에서 사용될 수 있는 예시적 신호 필터의 크기 및 위상 응답을 도시한다.

도 6은 본 발명의 예시적 실시예의 동작을 설명하기 위한 예시적 음성 및 잡음 신호를 도시한다.

도 7은 도 6의 신호에 기초하여 본 발명의 예시적 실시예에 의해 생성된 신호 레벨 및 지연 산정치를 도시한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도 2는 본 발명에 따른 레벨 및 지연 측정 시스템(200)을 도시한다. 도시된 바와 같이, 시스템(200)은 제1 센서(215), 제2
센서(225), 고정 FIR 필터(230), 적응성 FIR 필터(235), 및 가산 장치(240)를 포함한다. 제1 센서(215)의 출력 y1(k)는 고

정 필터(230)의 입력에 결합되고, 고정 필터(230)의 출력 yF(k)는 가산 장치(240)의 양의 입력에 결합된다. 제2 센서

(225)의 출력 y2(k)는 적응성 필터(235)의 입력에 결합되고, 적응성 필터(235)의 출력 (k)는 가산 장치(240)의 음의 입

력에 결합된다. 가산 장치(240)에 의해 출력되는 에러 신호 e(k)는 적응성 필터(235)로 피드백된다.

도시된 바와 같이, 제1 센서(215)는 제1 신호 소스(210)의 부근에 위치하고, 제2 센서(225)는 제2 신호 소스(220) 부근에
위치한다. 예컨대, 제1 센서(215)는 자동차 운전자 부근의 차양판에 부착된 핸즈-프리 마이크로폰일 수 있고, 제2 센서
(225)는 자동차의 탑승자 부근에 부착된 이동 장치 내에 내장된 마이크로폰일 수 있다. 다른 방법으로, 제1 및 제2 센서
(215, 225)는 각각 제1 및 제2 무선 주파수 신호 소스 부근에 위치한 안테나 소자일 수 있다. 도 2에는 도시되어 있지 않지
만, 고정 필터(230), 적응성 필터(235) 및 가산 장치(240)에 의해 디지털 신호가 처리될 수 있도록 제1 및 제2 센서(215,
225)의 각각의 출력에 아날로그 선행 처리 및 아날로그-대-디지털 변환 회로가 포함될 수도 있다는 것을 당업자는 이해할
것이다.

고정 필터(230)는 최소한 하나의 비교적 좁은 대상 통과 대역을 포함하도록 설계된다. 예컨대, 이동 전화에서, 통과 대역은
인간 음성의 대부분의 에너지가 집중되어 있는 300-600 Hz 주파수 대역에 해당될 수 있다. 무선 통신 애플리케이션에서,
통과 대역은 무선 주파수 전송용으로 할당된 대역폭에 해당될 수 있다. 어떤 경우든, 고정 필터(230)의 계수들은 특정 자동
차 설비에 대해 수신된 신호대 잡음비를 최적화시키도록 설정될 수 있다. 예컨대, 핸즈-프리 이동 전화 애플리케이션에서
는, 고정 필터(230)가 특정 자동차 설비에 대해 수신된 신호대 잡음비를 최적화하도록 설정할 수도 있다. 또한, 필터(230)
의 계수도 예컨대 측정된 신호대 잡음비에 의존하여 동적으로 조정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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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에 따르면, 고정 필터(230)는 각각의 통과 대역에서 단위 이득 및 제로 위상을 제공하도록 설계된다. 또한, 고정 필
터(230)의 잡음 이득은 최대 정지-대역 감쇠를 보장하도록 최소화된다. 이하에 상세히 기술되는 바와 같이, 고정 필터
(230)에 의해 제공된 이전의 정보(즉, 고정 필터(230)에 출력된 신호의 협대역 특성)는 시스템을 배경 잡음으로부터 보호
하는데 사용된다.

적응성 필터(235)의 필터 계수는, 에러 신호 e(k)가 최소화되고 적응성 필터(235)의 출력 (k)가 고정 필터(230)의 출력
yF(k)에 가능한 한 근접하도록, 적절한 최소-제곱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조정된다. 이하에 기술되는 바와 같이, 각각의 소

스(210, 220)에 대한 제1 및 제2 센서(215, 225)에서의 상대적 시간 지연 및 신호 감쇠는 적응성 필터(235)의 계수, 및 고
정 필터(230)에 관련된 이전 정보에 기초하여 계산된다. 비록 도 2에는 명백하게 도시되어 있지 않지만, 적응성 필터(235)
의 최소-제곱 갱신을 수행하고 시간 지연 및 신호 지연 산정치를 계산하기 위해 시스템(200) 내에 적절한 디지털 신호 처
리기가 통합될 수 있다는 것을 당업자는 이해할 것이다.

도 2의 시스템(200)의 동작을 명확히 하기 위해, 도 3 및 도 4에 관한 엄격한 수학적 분석이 이하에 기술된다. 비록 분석이
2개의 센서 및 2개의 신호에 대해 전개되지만, 임의의 개수의 신호 소스 및 센서를 포함하는 애플리케이션에도 용이하게
적용 가능하다는 것을 당업자는 이해할 것이다. 또한, 상술한 음성 핸즈-프리 이동 전화 애플리케이션를 참조하고 있지만,
상술한 접근법은 앞서 언급한 무선 통신 애플리케이션을 포함한 다른 많은 신호 처리 분야에도 적용 가능하다는 것을 당업
자는 이해할 것이다.

도 3은 소스 및 센서의 전형적인 2차원 배치를 도시하고 있다. 도면에서, 제1 및 제2 센서(215, 225)는 2개의 신호 소스
(210, 220)에 인접하게 위치한다. 도시된 바와 같이, 제1 신호 소스(210)로부터 나오는 신호(제1 점선 호(315))는 제2 신
호 센서(225)에 충돌하기 이전에 제1 신호 센서(215)에 충돌할 것이다. 따라서, 제1 신호 소스(210)로부터 제2 센서(225)
에 도달한 신호는 제1 신호 소스(210)로부터 제1 센서(215)에 도달한 신호가 지연 및 감쇠된 신호이다. 추가적으로, (제2
점선 호(325)로 표시된) 제2 신호 소스(220)로부터 나온 신호는 제1 센서(215) 상에 도달하기 이전에 제2 센서(225)에 도
달하며, 제2 신호 소스(220)로부터 제1 신호 센서(215)에 도달한 신호는 제2 신호 소스(220)로부터 제2 센서(225)에 도
달한 신호가 지연 및 감쇠된 신호이다. 제1 및 제2 신호 소스(210, 220)에 관한 센서(215, 225)의 공간 분리(대응하는 시
간 지연 및 레벨 감쇠)는 도 3에서 각각 제2 및 제1 라인(320, 310)으로 표시되어 있다.

만일, 시간 k에서 (아날로그 선행처리 및 아날로그-대-디지털 변환 이후의) 제1 및 제2 센서 입력을 각각 x1(k), 및 x2(k)

로 표기한다면, 제2 센서 입력 x2(k)는 일반적으로 제1 센서 입력 x1(k)의 지연 및 스케일링된 버전이다. 즉, x2(k) =

, 여기서, 스케일 계수 S는 0보다 크고, 지연 는 음의 값 또는 양의 값을 취할 수 있다. 엄격히 말하면, (예컨대,
제2 신호 소스(220)로부터 나오는 신호에 대해) < 0이면, 제1 입력 x1(k)는 제2 입력 x2(k)의 지연 및 스케일링된 버전

이다. 그러나, 표기를 간단히 하기 위해, 제2 입력 x2(k)는 일반성을 잃지 않고 의 모든 값에 대해 지연된 신호로서 표기

된다.

코즐(causal) 필터링 문제를 제공하기 위해, 고정된 지연 Δ가 제1 센서를 따르는 신호 경로 내에 도입될 수 있다. 이것은
대부분의 애플리케이션에 대해 일반적인 접근이지만, 본 발명이 의도된 대로 동작하기 위한 선결사항은 아니다. 이러한 사
실은 이후에 보다 상세히 설명될 것이다. 추가 지연 Δ의 도입과 더불어, 제1 및 제2 중간 신호 y1(k), y2(k)를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다.

y1(k) = x1(k-Δ) (1)

(2)

q 는 잘 알려진 연산자(즉, qy(k) = y(k+1), q-1y(k)=y(k-1)등)이고, D는 Δ- 이다. 코즐 필터링에 대해, Δ > 이다.

이해를 돕기 위해, 도 4는 레벨 및 지연 측정 시스템 관점에서 입력 신호 x1(k), x2(k) 및 중간 신호 y1(k), y2(k)를 도시하

고 있다. 도 4의 시스템(400)은, (상술한 고정된 지연 Δ에 대응하는) 지연 블럭(410)이 제1 센서(215)와 고정 필터(230)
사이에 위치한다는 사실을 제외하고는, 도 2의 시스템(200)과 동일하다. 이후에 논의에서, 고정 필터(230)의 계수들은 제

1 계수 벡터 c0에 저장되고 적응 필터(235)의 시변 계수들은 제2 계수 벡터 (k)에 저장된다고 가정된다.

일반적으로, 본 발명은 측정된 센서 입력 x1(k) 및 x2(k)에 기초하여 지연 D및 스케일 계수 S를 산정하기 위한 계산적으로

간단하면서 정확한 방법을 제공한다. 유익하게, 이 방법은, 배경 잡음의 영향을 덜 받기 때문에 상술한 핸즈-프리 이동 전

화에 성공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 산정된 양 Dk 및 (k는 D 및 S의 계산에 사용되는 순시치 k를 포함하며, 센서의 입력을

가리킨다)는 시스템 퍼포먼스를 개선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예컨대, 이동 전화에서, 산정치 Dk 및 는 제1 및 제2 소스(210, 220)에 관한 센서(215, 222)의 감도를 전자적으로 향상

및 감소시키기 위해 공지된 빔 형성 기술과 함께 사용될 수 있다. 예컨대, 특정 소스가 활성이면(예컨대, 운전자가 말을 할
때), 수신을 최적화시키도록 소스 방향으로 빔이 형성될 수 있다. 대안적으로, 소스가 센서들로부터 차단될 수 있는 신호를
제공할 때(예컨대, 피드백이나 에코를 유발할 수 있는 확성기가 소스인 경우), 이 소스에 관해 센서들의 감도를 감소시키도
록 공간 필터링이 사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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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아가, 특정 소스가 활성일 때 특정 센서에서 검출된 신호만을 시스템이 전송할 수 있다. 예컨대, 하나의 센서가 운전자보
다 탑승자에게 더 민감하다면(예컨대, 물리적으로 탑승자에게 더 가까운 경우), 탑승자가 말할 때만 센서에서 수신된 신호
가 전송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도 4로 되돌아가면, 고정 필터(230)에 의한 신호 yF(k)(즉, 제1 중간 신호 y1(k)의 필터링된 버전)는 다음과 같다.

yF(k) = y1(k)
Tc0 (3)

y1(k) = (y1(k)…y1(k-L))
T (4)

c0 = (c0…cl)
T (5)

L은 고정 필터(230)의 차수(order)이고, {c l }은 고정 필터 계수들이다. 여기서, = 0, ..., L. 또한, 적응 필터(235)에 의

해 출력된 신호 (k)(즉, 제2 중간 신호 y2(k)의 필터링된 버전)는 다음과 같다.

(k) = y2(k)
T (k-1) (6)

y2(k) = (y2(k)…y2(k-L))
T (7)

(k-1) = ( 1(k-1)… L(k-1))
T (8)

여기서, 벡터 (k)는 적응 필터(235)의 시변 필터 계수들을 포함한다. 벡터 (k)는 에러 신호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갱
신된다.

e(k) = yF(k) - (k) (9)

(10)

여기서, μ는 이득 계수(상수 또는 시변값)로서 0 ≤ μ < 2이고, ∥·∥2은 유클리드 벡터 노옴(norm)의 제곱을 가리킨다. 방
정식 (9) 및 (10)에 기술된 적응 알고리즘은 잘 알려진 정규화 최소 평균 제곱(Normalized Least Mean Squares(N-
LMS)) 알고리즘이다. 재귀적 최소 제곱(RLS) 알고리즘 또는 최소 평균 제곱(LMS)와 같은 다른 적응 방법도 역시 사용될
수 있다. 적응 알고리즘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예컨대, B.Widrow 및 S.D. Sterns의 Adaptive Signal Processing,
Prentice Hall, Englewood Cliffs, NJ와 L.Ljung and T. Soderstorm, Theory and Practice of Recursive
Identification, M.I.T. Press, Cambridge, MA 1983에 잘 기술되어 있다. 유익하게, 상기 정의된 양들 각각은 표준 디지
털 신호 처리 소자들을 사용하여 계산될 수 있다.

센서(215, 225) 상에 입사되는 광대역 소스에 대해, 적응 필터(235)의 계수들은 고정 필터(230)의 지연 및 스케일된 버전
에 수렴한다. 특히, 고정 필터 c0의 모든 계수가 1이면(즉, 실제적으로 어떠한 고정 필터도 사용되지 않는다면), 시변 벡터

(k)는 스케일된 지연의 근사치에 수렴한다.(즉, ) 이와 같은 결과는 종래의 시스템에서 시간 지연을 산정하는
데 사용되어 왔다. 예컨대, Y.T. Chan, J.M.F.Riley 및 J.B. Plant, "Modeling of Time delay and its application to
estimation of nonstationary delays", IEEE Transactions on Acoustics, Speech, and Signal Processing, Vol. ASSP-
29, No. 3, pp. 577-581. June 1981을 참고한다. 이와 같은 시스템들에 관련된 한 단점은, 배경 잡음이 존재할 때 전체 시
스템 퍼포먼스가 상당히 저하되어 대부분의 실제 애플리케이션에서 비실용적이라는 것이다.

유익하게, 본 발명은 소스 신호와 배경 잡음을 구분하는 종래의 기술을 사용하여 시스템 퍼포먼스가 상당히 개선된다. 개
선된 전체 성능을 보장하기 위해, 이전 정보들은 모든 상황에서 적용되어야 한다. 예컨대, 대상 소스 신호들 내의 에너지가
하나 이상의 중심 주파수 부근에 집중되어 있고 배경 잡음이 비교적 평탄한 광대역 내용, 즉, 전력 스펙트럼 밀도를 가질
때, 이와 같은 이전 정보는 이용가능하다는 것을 본원 발명은 가르치고 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본원 발명은 고정 FIR 필
터(230)가 하나 이상의 통과 대역들을 가지는 대역-통과 필터로서 설계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다.

예컨대, 이동 핸즈-프리 상황에서의 음성 신호에 대해, 음성 신호의 에너지는 100-250Hz에 집중되어 있다고 가정하는 것
이 합리적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남성 화자의 기본 주파수는 전형적으로 100 Hz 부근이고, 여성 화자의 기본 주파수는 전
형적으로 250 Hz이다. 이러한 정보에 비추어, 본원 발명은 고정 필터(230)의 가능한 몇가지 대안적인 설계를 제공한다. 예
컨대, 고정 필터(230)는, 제1 및 제2 통과 대역이 100 Hz 및 250 Hz의 중심 주파수를 갖도록 하여 2개의 통과 대역을 포
함하도록 설계될 수 있다. 대안적으로, 고정 필터(230)는, 200 Hz의 중심 주파수를 가지며 남성 화자의 제1 하모닉 주파수
뿐만 아니라 여성 화자의 기본 주파수를 포함하는 스패닝 주파수(spanning frequency)를 갖는 하나의 통과-대역을 포함
하도록 설계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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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전자의 방법은 후자의 방법에 비교해 더 높은 차수의 필터를 요구한다. 일반적으로, 설계 주파수들의 수가 2배로
되면, 필터의 차수 L도 역시 2배가 된다. 이후의 논의에서, m개의 서로 구별되는 통과 대역을 갖는 고정 필터(230)가 고려
될 것이다. 중심 주파수 {ω l }, =1, ..., m에서, 필터는 단위 이득과 0위상을 제공하도록 설계된다. 추가적으로, 고정 필터

(230)는 아래와 같이 정의되는 필터 잡음 이득(NG)를 최소화함으로써 정지-대역 내에서 최대의 감쇠를 제공하도록 설계
된다.

(11)

여기서, C0(z
-1) = c0 + c1z

-1+…+cLz
-L이고, 적분은 단위 원(unit circle) 주위로 행해진다. 파시발(Parseval) 관계식에

의해, FIR 필터에 대한 잡음 이득은 아래와 같이 주어진다.

(12)

고정 필터(230)를 설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싸인파의 합을 포함하는 입력 신호 yin(k)를 고려하자.

(13)

여기서, { }은 고정 FIR 필터의 원하는 중심 주파수로서 = 1,…,m이고, ∈ (0, π), ≠ ωj, ≠ j이며, {α l } > 0인

미지의 상수로서 α l > 0, l = 1,…,m이며 , {ψ l }은 균일하게 분포된 랜덤 변수로서 ψ l ∈ (-π, π), = 1, … m이다. 그 다

음, 계수 벡터 cd를 가지며, [임의의 최초 과도기가 지난 후] 임의의 d(- < d < )에 대한 입력 yin(k)의 정확한 d-스

텝 예측치인 출력 yout(k)를 제공하는 고정 FIR 필터(230)를 고려해 보자.

yout(k+d) = yin(k)
Tcd (14)

yin(k) = (yin(k)…yin(k-L))
T (15)

cd = (c0…cL)
T (16)

d = 0에 대해(즉, 계수 벡터 c0에 대해), 고정 FIR 필터(230)는, 원하는 바와 같이 중심 주파수 { }, = 1,…, m에서 단위

이득과 0 위상을 제공한다. 추가적으로, 광대역 잡음에 대한 감도가 최소화되면(즉, 방정식(12)에서의 양이 최소화되면),
(L > 2m-1인 필터 길이 L에 대해) 다음의 결과가 유효하다.

cd = L
T(LLT)-1p(d) (17)

여기서, L은 아래와 같은 2m×(L+1) 매트릭스이다.

(18)

그리고, P(d)는 아래와 같은 2m 예측 벡터이다.

등록특허 10-0480404

- 6 -



(19)

도 5의 제1 및 제2 플롯(510, 520)은, d = 0, L = 32, m = 1, ω1 = 200Hz이고 샘플링 레이트가 8000Hz로서 상술한 방법

을 사용하여 설계된 고정 필터(230)의 크기와 위상을 각각 도시하고 있다.

도 5에 도시된 바와 같이, 고정 필터(230)는 원하는 바와 같이 중심 주파수 200Hz에서 단위 이득과 0 위상을 제공한다.

상술한 바와 같이, 적응 필터(235)를 갱신하기 위해 사용된 적응 알고리즘은 적응 필터(235)가 고정 필터(230)의 지연 및
스케일된 버전에 수렴하도록 할 것이다. 특히, d=0(즉, 계수 c0)인 고정 필터(230)에 대해, 적응 필터(235)의 계수들은 다

음과 같이 수렴할 것이다.

(20)

여기서, S 및 D는 각각 센서(215, 225)의 물리적 분리에 의해 유발된 스케일 계수 및 시간 지연이다. 따라서, 본 발명은, 스
케일 계수 S와 시간 지연 D가 방정식(20)에 의해 주어진 벡터 관계식으로부터 계산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다. 예컨

대, 가 적응 필터(235)의 계수 (k)에 기초한 S의 산정치를 가리킨다면, 산정치 는 방정식(20)으로부터 다음과 같이
계산될 수 있다.

(21)

나아가, S는 D를 먼저 알 필요없이 산정될 수 있다. 이를 보기 위해, 방정식(21)은 C-D와 (k) 양쪽 모두가 크기 L+1인 벡

터 등가물임에 주목한다. 그 다음, 방정식(17)로부터 Lc-D = p(-D)가 된다. 따라서, 방정식(18)에 정의된 2m×(L+1)의 좌

변으로부터 방정식(21)의 양측 모두를 곱하면, 다음과 같은 결과가 된다.

(22)

여기서, 방정식(22)의 양측은 2m-벡터이다. 그 다음, p(D)Tp(D) = m{방정식 (19)를 참조}라고 가정하면, 방정식 (22)는
다음과 같이 다시 전개될 수 있다.

(23)

방정식(23)으로부터, 그리고 S > 0이라는 사실로부터, 순시치 k에서의 스케일 계수 S의 산정치 는 다음과 같이 계산될
수 있다.

(24)

스케일 계수 S의 산정치 가 주어질 때, 시간 지연 D의 산정치 Dk는 다음과 같은 최소 제곱 적합(least square fit)을 사

용하여 계산될 수 있다.

(25)

마찬가지로, 시간 지연 D의 산정치 Dk는 다음과 같이 주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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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유익하게, 산정치 Dk는 실제로 반복적으로 계산될 수 있다. 지연 경사도(gradient) dP(d)/dD는 방정식 (19)로부터 용이하

게 유도된다.

따라서, 본 발명은 스케일 계수 S와 시간 지연 D의 산정치가 직접적인 방식으로 계산될 수 있음을 가르친다. 유익하게, 상
술한 계산 각각은 공지된 디지털 신호 처리를 사용하여 수행될 수 있다. 고정 필터(230)에 의해 제공된 일관된 이전 정보로
인해, 산정치는 배경 잡음이 존재할 때에도 여전히 유효할 것이다.

모든 신호 소스가 비활성일 때조차 적절한 시스템 퍼포먼스를 보장하는 액티비티 검출기(activity detector)를 추가함으로
써 시스템은 더욱 향상될 수 있다. 예컨대, 소스(210, 220)의 어느 것도 활성이 아닐 때, 센서(215, 225)에서 수신된 신호
x1(k), x2(k)는 코릴레이트되지 않은 잡음만 포함할 것이다.

이와 같은 경우에, 적응 필터 계수 (k)는 널 벡터(null vector)로 수렴할 것이고, 이는 시간 지연 Dk가 어떠한 값을 가져도

스케일 계수 산정치 가 0으로 향할 것임을 의미한다.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 액티비티 검출기가 대상 신호가 없다는 것

을 검출할 때 산정치 , Dk는 적절한 값으로 설정될 수 있다.

예시적인 액티비티 검출기는 필터 잡음 이득의 산정치를 선정된 임계치(즉, 기대치 잡음 이득값)와 비교한다. 적절한 임계
치는 방정식 (12)로부터 아래와 같이 유도될 수 있다.

(27)

동작시, 액티비티 검출기는 필터 잡음 를 적응 필터탭들의 제곱의 합으로서 계산한다.(즉, ) 만일, 가
선정된 임계치보다 훨씬 크다면, 시스템 동작을 보장하도록 지연 산정치 Dk는 적절한 0으로 설정되고, 스케일 계수 산정

치 는 1로 설정된다. 잡음 이득 NG의 값은 지연 D에 독립적이기 때문에, 하나의 임계치가 저장되는 것으로 충분하다.

예시적 시스템은 다음과 같은 의사코드를 사용하여 구현될 수 있다. 당업자는, 이와 같은 의사코드가 표준 디지털 신호 처
리 소자들을 사용하여 용이하게 구현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할 것이다.

스케일 계수 및 시간 지연 산정 루틴

필터링 : 고정 FIR 필터와 적응 FIR 필터로부터 출력을 계산.(k는 수행 회수를 가리키는 인덱스)

Y1 = y1(k:-1:k-L);

Y2 = y2(k:-1:k-L);

y1hat(k) = Y2'*C;

y1fil(k) = Y1'*C0;

err(k) = y1fil(k) - y1hat(k);

에너지 계산 및 이득 제어: 입력에 낮은 에너지가 있다면 이득 μ를 0으로 설정하기 위해 간단한 제어 방법이 사용된다. 순
간 에너지는 장시간 평균치와 비교된다.

emom(k) = sum(y1hat(k:-1:k-L). ^2);

eave(k) = 0.999 * eave(k-1) + 0.001 * emom(k);

if (emom(k) >.5 *eave(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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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k) = mu;

else

g(k) = 0;

end

N-LMS 갱신 : N-LMS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적응 필터 계수들을 갱신

C = C + g(k) * Y2 err(k) / (Y2' * Y2) + 0.01);

S와 를 갱신 : 스케일 산정치는 제1차 재귀에 의해 평탄화되고, 는 반복적 경사도 방법에 의해 산정된다. 델타는 채널 1
에서의 고정된 시간 지연을 가리킨다.

LLC = LL*C;

PPD = [cos(warr*(1-Dhat+delta)); sin(warr*(1-Dhat + delta))];

DPD = [sin(warr*(1-Dhat+delta)); -cos(warr*(1-Dhat+delta))];

Shat = (1-mu)*Shat + mu*sqrt((LLC'*LLC)/m);

Dhat = Dhat + mu*DPD'*(LLC-Shat * PPD);

액티비티 검출기 : 산정된 필터 탭들의 합의 제곱이 기대치 필터 탭들의 합의 제곱보다 20dB 낮다면, 이득은 1로 강제되고
지연 시간은 0으로 강제된다.

eC = C'*C;

if (eC < 0.01 * eC0)

Shat = 1;

Dhat = 0;

end

S 및 D의 산정치들은 제1차 평균에 의해 더욱 평탄화된다.

Sh(k) = rho*Sh(k-1) + (1-rho)*Shat;

Dh(k) = rho*Dh(k-1) + (1-rho)*Dhat;

Sh(k) = rho*Sh(k-1) + (1-rho)*Shat;

Dh(k) = rho*Dh(k-1) + (1-rho)*Dhat;

예시적 실시예들의 동작을 설명하기 위해, 의사코드를 사용한 수치예가 제공된다. 이 예에서, 센서는 마이크로폰이고 소스
는 인간 음성 또는 인간 음성을 전송하는 확성기인 것으로 간주되는 음성 환경이 고려될 것이다. 상술한 바와 같이, 이와
같은 시나리오는 자동차에서 사용되는 핸즈-프리 이동 전화의 경우에 발생한다. 이 예에서는 2개의 센서와 2개의 소스로
제한되어 있지만, 당업자는 임의의 개수의 소스 및 센서를 사용하는 상황에도 적용될 수 있음을 이해할 것이다.

제1 소스(210)과 제1 센서(215) 사이의 거리가 0.5미터이고, 제1 센서(215)를 기준 센서로서 취할 때, 제1 소스(210)에

관한 제2 센서(225)에서의 실제적인 시간 지연은 8kHz 샘플링 레이트에 대해 = 2.25 샘플이다. 동일한 가정을 사용하

여, 제2 소스(220)에 관한 제2 센서(225)에서의 실제적인 시간 지연은 = -8.75 샘플이다. 이러한 가정은, 예컨대, 탑승
객(제1 소스(220)) 부근의 요람에 위치한 (제2 센서(225)를 포함하는) 이동 전화, 및 운전자(제1 소스(210)) 정면의 차양
판 상에 위치한 추가 마이크로폰(제1 센서(215))을 갖는 차량 내부에 환경에 적용될 수 있다.

이와 같은 차량 내부 환경에서, 전형적으로 다소 심각한 배경 잡음(예컨대, AC-팬, 차 엔진, 도로, 바람 등)이 존재한다. 수
치적 예를 위해, 서로 다른 방향에서의 마이크로폰들의 감도는 표 1에 도시된 것처럼 가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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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상이한 위치에 있는 신호 소스와 확산 배경 잡음에 대한 마이크로폰의 감도

신호 소스 제1 센서(215)
(예컨대, 차양판 마이크로폰)

제2 센서(225)
(예컨대, 내장 마이크로폰)

확산 배경 잡음 0dB 0dB
제1 소스(210)
(예컨대, 운전자) +3dB 0dB
제2 소스(220)
(예컨대, 탑승자) -10dB 0dB

추가적으로, 제1 소스(210)의 위치에서 남성 화자 및 제2 소스(220)의 위치에서 여성 화자의 합성 2채널 측정치가 생성되
었다. 처음 2초 동안은 발성이 없도록 하고, 그 다음 남성 화자의 발성이 7초 동안 있고, 그 다음 3초 동안 발성이 없고, 그
다음 여성 화자의 발성이 10초 동안 있도록 하여 파일들이 연결되었다. 제2 센서(225)에 대한 신호대 잡음비는 남성 화자
의 경우 8dB이었고, 여성 화자의 경우 7dB이었다.(이들이 발성하는 동안의 전체 기간에 대한 측정된 것임) 제1 및 제2 센
서(215, 225)에서 검출된 음성 신호는 도 6의 제1 및 제2 플롯(610, 620)에 각각 도시되어 있다.

추가적인 배경 잡음은 가우시안 잡음으로서 모델링되었다. 제1 및 제2 센서(215, 225)에서 검출된 잡음 신호는 도 6의 제
3 및 제4 플롯(630, 620)에 각각 도시되어 있다. 제1 및 제2 센서(215, 225)에서 측정된 결합된 음성 및 잡음 신호는 도 6
의 제5 및 제6 플롯(650, 660)에 각각 도시되어 있다.

시뮬레이션에서, 사용된 파라미터들은 다음과 같다: L = 32, Δ = 10, ω=2π200/8000, m = 1, μ = 0.01 및 rho = 0.99였다.

그 결과는 도 7에 도시되어 있다. 특히, 지연 산정치 Dk는 제1 플롯(710)에 도시되어 있고, 스케일 계수 산정치 는 제2

플롯(720)에 도시되어 있다. 플롯(710, 720)에서, 매 50번째 샘플이 디스플레이된다. 수평 점선은 -10dB, 0dB, 및 3dB의
이득뿐만 아니라 -3, 0, 9 샘플의 지연을 가리킨다. 도시된 바와 같이, 시스템은, 운전자가 말할 때 0dB 및 대략 -3샘플을
제공하고 탑승자가 말할 때는 -10dB 및 대략 9샘플의 스케일 계수 및 시간 지연 산정치를 제공한다. 추가적으로, 액티비
티 검출기는 운전자 및 탑승자 모두가 조용히 있는 동안 스케일 계수 및 시간 지연 산정치를 각각 0dB 및 0샘플로 적절히
설정한다.

실시예들이 코즐 필터링(즉, Δ > 0)의 맥락에서 기술되었지만, 본 발명의 가르침은 넌코즐(non-causal) 필터링에서도 마
찬가지로 적용 가능하다. 특히, Δ=0인 경우, 적응성 방법은 신호 평탄기 역할을 할 수 있는 적응성 블럭, 후방 예측기(D <
0), 및/또는 전방 예측기(D > 0)를 포함한다. 따라서, 신호 흐름 내에 (예컨대, 지연 블럭(410)을 통한) 고정된 지연을 제공
할 필요가 없으며, 최소의 고유 지연을 갖는 적응성 방법이 실현될 수 있다. 이와 같은 특성은 많은 실시간 애플리케이션에
서 상당한 실용성이 있다. 그러나, 넌코즐 접근법에서 산정치의 품질은 다소 덜 정확하기 때문에(그리고, 고정 FIR 필터
(230)에 대해 좁은 통과-대역이 요구되기 때문에), Δ의 정확한 값은 시스템 설계를 고려하여 설정될 수 있다. 예컨대, Δ는
"대부분의 상황"에 적용되도록 설정될 수 있으나, 시스템은 지극히 극한적인 상황에서도 상당히 타당한 결과를 제공할 것
이기 때문에 "모든 가능한 상황"에 적용되도록 설정되는 것은 아니다.

당업자는 본 발명이 도시되고 설명된 특정의 실시예에만 한정되지 않음을 이해할 것이다. 따라서, 본 발명의 범위는 첨부
된 청구 범위에 의해 한정된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신호 처리 장치에 있어서,

제1 신호 센서;

상기 제1 신호 센서의 출력에 입력이 연결되는 제1 필터;

제2 신호 센서;

상기 제2 신호 센서의 출력에 입력이 연결되며 조정가능한 필터링 특성을 갖는 제2 필터;

상기 제1 필터의 출력에 제1 입력이 연결되고 상기 제2 필터의 출력에 제2 입력이 연결되는 가산 장치 - 상기 제2 필터의
상기 조정가능한 필터링 특성이 상기 가산 장치의 출력에 의존하여 조정되어 상기 제2 필터의 출력이 상기 제1 필터의 출
력을 에뮬레이트(emulate)하도록 함 -; 및

상기 제1 및 제2 센서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적어도 하나의 파라미터의 산정치 ―상기 산정치는 상기 제1 필터의 필터링
특성의 함수 및 상기 제2 필터의 조정가능한 필터링 특성의 함수로서 계산되며, 상기 산정치는 신호 소스에 대한 상기 제1
및 제2 센서 사이의 상대적 스케일 팩터 및 상대적 시간 지연의 산청치를 포함함 ―를 계산하기 위한 프로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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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신호 처리 장치.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1 필터, 상기 제2 필터, 상기 가산 장치 및 상기 프로세서는 디지털 신호 처리기(DSP) 집적 회로
(IC)를 사용하여 구현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신호 처리 장치,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1 필터, 상기 제2 필터, 상기 가산 장치, 및 상기 프로세서는 주문형 집적 회로(ASIC)를 사용하여
구현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신호 처리 장치.

청구항 4.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신호 처리 장치는 전화기이고, 상기 제1 및 제2 센서는 마이크로폰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신호 처리
장치.

청구항 5.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신호 처리 장치는 무선 트랜시버이고, 상기 제1 및 제2 센서는 안테나 소자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신
호 처리 장치.

청구항 6.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1 필터는 고정된 필터링 특성을 갖는 유한 임펄스 응답(FIR) 필터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신호 처
리 장치.

청구항 7.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1 필터의 필터링 특성은 적어도 하나의 통과 대역을 포함하며, 상기 통과 대역의 중심 주파수에서
단위 이득과 제로(0) 위상 지연을 제공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신호 처리 장치.

청구항 8.

제7항 있어서, 상기 제1 필터의 필터링 특성은 300 내지 600㎐의 주파수 대역에 대응하는 통과 대역을 포함하는 것을 특
징으로 하는 신호 처리 장치.

청구항 9.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1 필터의 필터링 특성은 상기 제1 필터의 잡음 이득을 최소화하도록 설정된 계수들을 포함하는 것
을 특징으로 하는 신호 처리 장치.

청구항 10.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1 필터의 필터링 특성은 상기 제1 필터의 신호대 잡음비를 최적화하도록 조정되는 계수들을 포함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신호 처리 장치.

청구항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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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2 필터의 조정가능한 필터링 특성은 정규화 최소 평균 제곱(Normalized Least Mean Squares,
NLMS)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조정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신호 처리 장치.

청구항 1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2 필터의 조정가능한 필터링 특성은 최소 평균 제곱(Least Mean Squares, LMS) 알고리즘을 사
용하여 조정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신호 처리 장치.

청구항 1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2 필터의 조정가능한 필터링 특성은 재귀 최소 제곱(Recursive Least Squares, RLS)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조정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신호 처리 장치.

청구항 14.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1 및 제2 센서에 의해 제공된 빔 패턴을 상기 제1 및 제2 센서 사이의 상대적 시간 지연 및 상대적
스케일 계수에 따라서 형성하기 위한 빔 형성기를 더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신호 처리 장치.

청구항 15.

제14항에 있어서, 상기 빔 패턴은 특정의 신호 소스를 향해 조준되는 공간 빔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신호 처리 장
치.

청구항 16.

제14항에 있어서, 상기 빔 패턴은 특정의 신호의 반대 방향으로 조준된 공간 노치(notch)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신호 처리 장치.

청구항 17.

제1항에 있어서, 상기 프로세서는, 상기 제1 및 제2 센서들 사이의 상대적 시간 지연 및 상대적 스케일 계수의 산정치에 따
라서 전송하기 위해 상기 제1 및 제2 센서들 중 특정한 하나에 의해 검출된 신호를 선택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신호 처리
장치.

청구항 18.

제1항에 있어서,

적어도 하나의 추가 센서와 조정가능한 필터링 특성을 갖는 적어도 하나의 추가 필터를 더 구비하며,

상기 추가 필터의 상기 조정가능한 필터링 특성은, 상기 제1 필터의 출력과 상기 추가 필터의 출력 사이의 차이에 따라 조
정되며,

상기 프로세서는, 상기 제1 필터의 필터링 특성과 상기 추가 필터의 조정가능한 필터링 특성에 따라서, 상기 제1 센서 및
상기 추가 센서에 관련된 적어도 하나의 파라미터의 산정치를 계산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신호 처리 장치.

청구항 19.

제18항에 있어서, 상기 프로세서는, 신호 소스에 대한 상기 제1 센서 및 상기 추가 센서 사이의 상대적 시간 지연 및 상대
적 스케일 계수의 산정치를 계산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신호 처리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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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20.

제1항에 있어서, 대상 신호 소스가 활성인 때를 검출하기 위한 액티비티 검출기를 더 구비하며, 상기 액티비티 검출기가
대상 신호 소스가 활성이 아님을 가리킬 때, 상기 프로세서는 상기 상대적 시간 지연 및 상대적 스케일 계수를 선정된 값들
로 설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신호 처리 장치.

청구항 21.

제20항에 있어서, 상기 액티비티 검출기가 대상 신호 소스가 활성이 아님을 가리킬 때, 상기 프로세서는 상기 상대적 시간
지연을 제로(0)로 설정하고 상기 스케일 계수를 1로 설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신호 처리 장치.

청구항 2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1 센서에 대응하는 신호 흐름 경로 내에 위치한 고정-지연 블럭을 더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
는 신호 처리 장치.

청구항 2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1 및 제2 필터들 각각의 필터링 특성은 L개의 필터링 계수를 포함하며,

상기 제1 필터의 필터링 특성은 m개의 통과 대역을 포함하며, 각각의 통과 대역 l(l∈{1, m})은 중심 주파수 ωl을 가지며,

상기 제1 및 제2 센서들간의 상대적 시간 지연 의 산정치 Dk와 상기 제1 및 제2 센서들간의 상대적 스케일 계수의 S의 산

정치 는, 순시치(time instant) k에서, 상기 제2 필터의 조정가능한 필터링 특성 (k), 매트릭스 L, 및 예측 벡터 p(D)에
기초하여 계산되며,

여기서, 매트릭스 L과 예측 벡터 p(D)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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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같이 계산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신호 처리 장치.

청구항 24.

신호를 처리하기 위한 방법에 있어서,

제1 신호 센서를 사용하여 제1 신호를 검출하는 단계;

제1 필터링된 신호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1 필터를 사용하여 상기 제1 신호를 필터링하는 단계;

제2 신호 센서를 사용하여 제2 신호를 검출하는 단계;

제2 필터링된 신호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2 필터를 사용하여 상기 제2 신호를 필터링하는 단계;

상기 제1 필터링된 신호와 상기 제2 필터링된 신호간의 차이를 계산하는 단계;

상기 계산 단계에서 얻어진 차이에 따라 상기 제2 필터의 필터링 특성을 조정하여, 상기 제2 필터의 출력이 상기 제1 필터
의 출력을 에뮬레이트(emulate)하도록 하는 단계; 및

상기 제1 필터의 필터링 특성의 함수 및 상기 제2 필터의 필터링 특성의 함수로서 적어도 하나의 파라미터 - 상기 적어도
하나의 파라미터는 신호 소스에 대한 상기 제1 및 제2 센서 사이의 상대적 스케일 팩터 및 상대적 시간 지연의 산정치를 포
함함 - 를 산정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신호 처리 방법.

청구항 25.

제24항에 있어서, 상기 제1 필터의 필터링 특성은 적어도 하나의 통과 대역을 포함하며, 상기 통과 대역의 중심 주파수에
서 단위 이득과 제로(0) 위상 지연을 제공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신호 처리 방법.

청구항 26.

제24항에 있어서, 상기 제2 필터의 필터링 특성은 정규화 최소 평균 제곱(NLMS)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조정되는 것을 특
징으로 하는 신호 처리 방법.

청구항 27.

제24항에 있어서, 상기 제1 및 제2 센서에 의해 제공된 빔 패턴을, 상기 산정 단계의 결과로서 얻어진 상대적 시간 지연 및
상대적 스케일 계수에 따라 형성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신호 처리 방법.

청구항 28.

제24항에 있어서, 상기 제1 및 제2 센서들 중 특정의 하나에 의해 검출된 신호를, 상기 산정 단계의 결과로서 얻어진 상대
적 시간 지연 및 상대적 스케일 계수에 따라, 선택하여 전송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신호 처리 방법.

청구항 29.

제24항에 있어서, 대상 신호 소스가 활성인지의 여부를 검출하며, 상기 대상 신호 소스가 활성이 아닌 경우 상대적 시간 지
연 및 상대적 스케일 계수를 선정된 값으로 설정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신호 처리 방법.

청구항 30.

등록특허 10-048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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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항에 있어서, 상기 제1 필터의 필터링 특성은 300 내지 600㎐의 주파수 대역에 대응하는 통과 대역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신호 처리 방법.

도면

도면1

도면2

도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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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4

도면5

도면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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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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