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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스피커폰(20)이 위치된 실내의 특성은, 시험 신호와 그 시험 신호의 제 1 어택간의 시간 및, 그 제 1 어
택과 반향의 평균 전력이 한계 이하로 떨어질 때의 시간간의 표본 주기의 수를 판정함으로써 측정된다. 
제 1 어택 시간은 사전 필터 지연을 판정하고, 표본 주기의 수는 적응 반향 제거 필터(62)에 대한 탭 길
이를 판정한다. 전화 회의 환경에서, 각 마이크로폰(140)에 대한 필터 계수틀 초기화하고 그로써 발생된 
초기 필터 계수를 해당하는 불휘발성 메모리(104)에 저장함으로써 달갑지 않은 초기화 절차가 회피된다. 
오프후크  신호에  응답하여,  불휘발성  메모리(104)로부터  계수가  검색된다.  동작중,  계수는  항상 
갱신된다. 다른 마이크로폰(141)이 이네이블되면, 그 마이크로폰(141)에 상응하는 기억된 계수는 현재의 
계수에 대해 동적으로 대치된다.

대표도

도1

명세서

[발명의 명칭]

전이중 스피커폰 등의 잡음 감소 장치 및 방법과 데이타 처리 시스템

[도면의 간단한 설명]

제  1  도는  본  발명에  따라서,  전이중  스피커폰  등에  대한  신호  처리  시스템의  부분  블럭도와  부분 
개략도.

제 2 도는 제 1 도의 스피커폰에 의해 수신된 음향 반향에 대한 시간 영역 전력도를 도시하는 도면.

제 3 도는 제 1 도의 신호 처리 시스템의 부분 블럭도와 부분 개략도.

제 4 도는 제 3 도의 음향 반향 제거기의 디지틀 신호 처리 표현의 상세한 블럭도를 도시하는 도면.

제 5 도는 다중 마이크로폰 환경에서 제 1 도의 신호 처리 시스템을 적용하는 데이타 처리 시스템을 블럭
도 형태로 도시하는 도면.

*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20 : 전이중 스피커폰            21 : 마이크로폰

23 : 스피커폰 신호 처리 시스템

40 : 2선식 송신 인터페이스

41 : 2선식 수신 인터페이스

43 : 2선식 전송선               50 : 제 1 방향

51 : 제 2 방향                  62 : 음향적 반향 제거기

65 : 전기적 반향 제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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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분야]

본 발명은 신호 처리 시스템, 특히 전이중 스피커폰 등에 대한 신호 처리 시스템에 관한 것이다.

[발명의 배경]

최근의 신호 처리 기술의 진보는 신제품의 개발을 허용해 왔다. 그 한가지 제품이 전 이중 스피커폰이다. 
선행 기술은, 양의 피드백과 반향을 유발하는 라우드스피커와 마이크로폰간의 근접성 때문에, 반이중 동
작만을 허용했다. 그러나, 스피커가 말을 전하고 있는 동안 스피커폰의 출력은 차단(mute)되기 때문에, 
반이 중스피커폰은 이용자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다. 스피커가 주어진 시간동안 조용해 질 때까지 상대방
은 대화에 끼어들 수 없다.

그러나,  신호  처리  기술은  실내  음향을  측정하고,  그로써  발생된  어떤  반향도  자동적으로  제거할  수 
있다. 통상, 신호 처리기는 실내 음향에 따라 계수값이 가중되는 적응 유한 임펄스 응답(AFIR) 필터를 이
용한다. 각  AFIR 필터 계수는, 현재의 입력 신호 표본으로부터 소정수의 표본만큼 지연되는 오디오 입력 
신호 표본에 의해 곱해진다. 예컨대, 입력 신호로부터 50밀리초(ms) 후에 실내가 반향을 일으킨다면, 50
밀리초 만큼 지연된 표본에 대한 AFIR 필터 계수는 이 반향을 제거하도록 설정된다. 따라서, 신호 처리기
는 반향을 제거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의 신호 처리 기술을 이용하는 전이중 스피커폰은 잡음 문제를 안고 있다. 한가지 문제는, 
반향 제거 과정이 동작중에 잡음을 발생한다는 점이다. 어떤 환경에서의 입력 신호후 반향이 수백 밀리초 
까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통상 전이중 스피커폰은 상당히 큰 AFIR필터를 사용해야 한다. 예컨대, 전
이중 스피커폰은 통상적으로 실내 공간이 작은 곳에서 약 1,000 AFIR 필터탭을 필요로 한다. 더 복잡한 
스피커폰 시스템, 예컨대 복수의 마이크로폰과 스피커를 구비하는 실내 공간이 넓은 곳에서의 선화 회의 
시스템은 4,000 탭 정도를 필요로 할 수 있다. 스피커폰은 다양한 환경에서 동작할 수 있어야하므로, 고
레벨의 반향을 가진 환경을 수용하도록 설계된다. 그러나, 탭수가 증가함에 따라 잡음이 증가하여 실내 
공간이 적은 환경에서 불필요한 잡음 증가를 일으킨다.

다른 문제는, 전화 회의 시스템과 같이 복잡한 시스템에 더욱 심각한 초기화잡음이다. 정상 동작전에, 시
스템은, 모든 반향 경로를 판정하기 위해 실내 음향에 따라 AFIR 필터 계수를 초기화하여야 한다. 초기화 
이후, 계수는 계속해서 갱신될 수 있다. 통상의 전화 회의 시스템은, 전원가동시, 초기화에 5 내지 20 초
를 필요로 한다. 이 초기화 절차 동안에 라우드스피커는 반향 특성을 측정하도록 하기 위하여 잡음, 통상
적으로 백색 잡음을 방송한다. 다른 기술은 백색 잡음 대신 처프 신호(chirp signal)를 발생한다. 신호 
처리기는 매우 낮은 주파수로부터 나이퀴스트 주파수까지 줄곧 신속히 스위프(sweep)함으로써 처프를 발
생한다. 어떤 형태의 초기화도 사용자에게는 매우 불편하다. 더우기, 적응 반향 제거 필터 계수는 장기간
의 침묵동안 최적 상태로부터 벗어나기 때문에, 사용자는 시스템이 계속해서 동작하게 유지할 수 없다.

[발명의 개요]

따라서, 한가지 형태로, 가산 장치, 지연 버퍼 및 적응 유한 임펄스 응답(AFIR) 필터를 포함하는 전이중 
스피커폰  등의  잡음  감소용  장치가  제공된다.  가산  장치는  마이크로폰  입력  신호를  수신하는  양의 
입력단, 음의 입력단 및 출력 신호를 공급하는 출력단을 구비한다. 지연 버퍼는 라우드스피커 출력 신호
를 수신하는 입력단과 출력단을 구비한다. AFIR 필터는 지연 버퍼의 출력단에 결합된 신호입력단, 가산 
장치의 출력단에 결합된 계수 입력단 및, 가산 장치의 음의 입력단에 결합된 출력단을 구비한다. 지연 버
퍼는 제 1 소정수의 표본 주기만큼 스피커 출력 신호를 지연시킨다. 제1소정수의 표본주기는 시험 라우드
스피커 출력 신호로부터 디지틀 마이크 입력 신호의 전력이 제 1 소정의 한계를 초과하는 제 1 시간주기
까지의 다수의 표본 주기의 수와 같다. AFIR 필터는, 제 1 시간 주기와 마이크 입력 신호의 예상 전력이 
제 2 소정의 한계 이하로 떨어지는 제 2 시간 주기와의 사이의 표본 주기의 수와 같은 수의 계수를 구비
한다. 그로써, 이 장치는 출력 신호에서의 잡음을 감소하고, 비용을 경감시킨다.

다른 형태로서, 전이중 스피커폰등에 대한 잡음 감소 방법이 제공된다. 시험 출력 신호는 제 1 표본점에
서 전이중 스피커폰의 라우드스피커를 통해서 공급된다. 전이중 스피거폰의 마이크로폰으로부터의 입력은 
소정수의 표본을 위해 소정의 주파수로 표본된다. 제 1 표본점과 제 2 표본점간의 제 1 수의 표본들이 계
수된다. 제 2 표본점은, 표본화된 입력 신호의 전력이 제 1 소정의 한계보다 클 때 발생한다. 제 1 표본
점과 제 3 표본점 사이의 제 2 수의 표본들이 계수된다. 제 3 표본점은, 표본화된 입력 신호의 예상 전력
이 소정의 한계보다 작을 때 발생한다. 표본화된 입력 신호는, 소정수의 표본 이후 적응 유한 임펄스 응
답 (AFIR) 필터에 의해 계속하여 여파된다. AFIR 필터는 제 1 수만큼 출력 신호를 지연시킨다. AFIR 필터
는 제 2 수의 탭을 구비한다.

이들과 기타의 특징 및 장점은, 첨부 도면과 연관지어 취해지는 다음의 상세한 설명에서 더욱 분명하게 
이해된다.

[양호한 실시예의 상세한 설명]

제 1 도는, 본 발명에 따라서,  전이중 스피커폰(20) 등에 대한 신호 처리 시스템(23)을 부분 블럭도 및 
부분 개략도로 도시한다. 제 1 도는 이러한 시스템이 직면하는 다양한 반향원을 도시한다. 전이중 스피커
폰(20)은 물리적으로 실내(30)에 배치되어 있고 스피커폰 신호 처리 시스템(23)에 각각 결합된 마이크로
폰(21)과 라우드스피커(22)를 포함한다. 스피커폰 신호 처리 시스템(23)은 스피커폰의 나머지 부분을 형
성하고, 2 선식 송신 인터페이스(40) 및 2 선식 수신 인터페이스(41)를 포함하는 근단 4 선식 송신선에 
연결되어 있다. 근단 4선식 송신선은 송신선 결합기("TLC", 42)를 거쳐서 2 선식 송신선(43)에 연결된다. 
다른 TLC(44)는, 2선식 송신 인터페이스(45)와 2 선식 수신 인터페이스(46)를 포함하는 원단 4 선식 송신
선에 2 선식 송신선(43)의 타단을 연결시킨다.

전이중 스괴커폰(20)은 두가지 형태의 반향에 직면한다. 제 1 형태는, 전기적 반향으로 알려져 있으며, 
TLC(42 및 44)로 형성된 2 선식/4 선식 인터페이스들에 의해 발생된다. TLC(42)에 의해 발생된 제 1 반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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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은 근단 방향으로 알려져있다. TLC(44)에 의해 발생된 제 2 반향(51)은 원단 반향으로 알려져 있다. 
각 전기적 반향은 매우 신속히 스피커폰(20)으로 복귀하여, 따라서 신호 처리 시스템(23)은 이들 반향을 
제거하는데 상대적으로 소수의 탭을 구비하는 AFIR 필터만 구현하면 된다.

제 2 형태의 반향은 음향적 반향이다. 음향적 반향은, 소리가 벽과 같은 물리적 장벽에 반사함에 따라, 
실내  음향에  의해서  발생된다.  음향적  반향은  복수의  반향  경로가  있다는  점에서  전기적  반향과 
상이하다. 실내(30)에서, 4 개의 반향 경로(31 내지 34)가 도시되어 있지만, 더 많은 반향경로가 발생된
다 "제1어택(first attack)(제 1 공격)" 경로로 알려진 반향 경로(31)는 라우드스피커(22)로부터 마이크
로폰(21)까지의 최단 거리를 나타낸다. 음향적 반향은 또한, 그 기간이 상당히 길기 때문에 전기적 반향
과 상이하다. 실내의 크기와 건물의 재질과 같은 요인에 따라, 음향적 반향은 300밀리초 또는 그 이상동
안 사라지지 않을수도 있다.

따라서, 전기적 반향 제거보다 음향적 반향 제거에 더 큰 AFIR 필터가 필요하다.

제 2 도는 제 1 도의 스피커폰에 의해 수신된 음향적 반향의 시간 영역 전력도를 도시한다. 제 2 도에서, 
수평축은 표본 주기에서 측정된 시간을 나타내고, 수직측은 데시빌(dB)로 측정된 전력을 나타낸다. 시간 
0 은 실내에서 발성된 음성이나 시험 신호와 같은 음향적 자극을 표현한다 "N1" 표본 주기로써 표현된 시
간에, 마이크로폰은 제 1 어택을 수신한다. 제 1 어택은 반향이 'TH1" dB 로 명명된 제 1 한계를 초과하
는 시간에서의 점을 표현한다. 이어서, 마이크로폰(21)에 의해 수신된 음향 신호에서의 전력은 실내에서 
다양한 반향 경로에 응답하여 변화한다.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N2" 표본 주기에 의해 표시된 시간에 음
향 신호가 "-TH2" 로 명명된 제 2 한계 이하로 떨어질 때까지 음향 신호는 사라진다. 양호한 실시예에서
(-TH1=-TH2) 이지만, 제 1 및 제 2 한계가 같을 필요는 없다. N1 에 대한 통상적 크기는 30 표본인 반면, 
N2 에 대한 통상적 크기는 -TH1= -TH2= -35dB를 이용하여 1000 표본이다. 그러나, 이 숫자는 실내 음향에 
따라, 몇배의 크기로 변화할 수 있다.

제 3 도는 제 1 도의 신호 처리 시스템(23)을 부분 블럭도와 부분 개략도로 도시한다. 제3도는 또한, 마
이크로폰(21), 스피커(22), 인터페이스(40 및 41), TLC(42) 및 2 선식 송신선(43)을 도시한다. 신호 처리 
시스템(23)은 대개 증폭기(60), 애널로그-디지틀 변환기(ADC, 61), 음향적 반향 제거기(62), 디지틀-애널
로그 변환기(DAC,  63),  ADC(64),  전기적 반향 제거기(65).  DAC(66)  및 증폭기(67)를 포함한다. 증폭기
(60)는 마이크로폰(21)에 연결된 입력단과 출력단을 구비한다. ADC(61)는 증폭기(60)의 출력단에 연결된 
입력단과 "y2(k)" 로 명명된 신호를 공급하는 출력단을 구비한다. 음향적 반향 제거기(62)는 지연 버퍼
(71), 적응 유한 임펄스 응답(AFIR) 필터(72) 및 가산 장치(73)를 포함한다. 가산 장치(73)는 신호 y2
(k)를 수신하기 위해 ADC(61)의 출력단에 연결된 양의 입력단과, "x1(k)"로 명명된 신호를 공급하는 출력
단을 구비한다. DAC(63)는 신호 x1(k)를 수신하기 위해 가산 장치(73)의 출력단에 연결된 입력단과, 인터
페이스(40)에 연결된 출력단을 구비한다. ADC(64)는 인터페이스(41)에 연결된 입력단과, "y1(k)"로 명명
된 신호를 공급하는 출력단을 구비한다. 전기적 반향 제거기(65)는 AFIR필터(74)와 가산 장치(75)를 포함
한다. 가산장치(75)는 신호y1(k)를 수신하기 위해 ADC(64)의 출력단에 연결된 양의 입력단과, 음의 입력
단 및, "X2(k)"로 명명된 신호를 제공하기 위한 출력단을 구비한다. DAC(66)는 가산 장치(75)의 출력단에 
연결된 입력단과 출력단을 구비한다. 증폭기(67)는 DAC(66)의 출력단에 연결된 입력단과, 스피커(22)에 
연결된 출력단을 구비한다. 제 3 도에 있는 블럭들은 펄스 부호 변조(PCM), 60 헤르쯔 전원선 필터링 등
과 같이, 본 명세서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은 전화기 동작에 관련된 종래의 특징을 포함한다.

전기적 반향 제거기(65)에서, AFIR 필터(74)는 신호 x1(k)를 수신하는 신호 입력단과, 가산 장치(75)의 
출력단에 연결된 피드백 입력단 및, 가산 장치(75)의 음의 입력단에 연결된 출력단을 구비한다. 가산 장
치(75)의 출력단은 오차 신호이므로, AFIR  필터(74)의 제 2  입력에는 도면부호 "e1(k)"가 부여되지만, 
e1(k)는 신호 x2(k)와 동일하다. AFIR 필터(74)는 계수 조정을 위한 최소 평균 제곱법을 이용하는 종래의 
탭 지연선 FIR 필터이다.

음향적 반향 제거기(62)에서, 지연 버퍼(71)는 신호 x2(k)를 수신하는 신호 입력단과, "DELAY"로 명명된 
값을 수신하는 지연 입력단 및 출력단을 구비한 가변 지연 버퍼이다. AFIR 필터(72)는 지연 버퍼(71)의 
출력단에 연결된 신호 입력단과, 가산 장치(73)의 출력단에 연결된 피드백 입력단과, "N"으로 명명된 값
을 수신하는 다수의 탭 입력단 및, 가산 장치(73)의 음의 입력단에 연결된 출력단을 구비한다. 가산 장치
(73)의 출력은 오차 신호이기 때문에, AFIR 필터(72)의 제 2 입력에는 도면부호 "e2(k)"가 부여되지만, 
신호 x1(k)와 동일하다.

조악한 음향을 갖는 넓은 실내를 수용하기 위해, AFIR 필터(72)는 다수의 계수를 구비할 것이 요망된다. 
그러나, 넓은 실내 크기를 위해 계수의 수를 증가시키는 것은 양질의 음향을 갖는 작은 실내에 대해 잡음
을 증가시킨다. 이 증가된 잡음은 AFIR 필터(72)의 동작을 수학적으로 설명 함으로써 이해될 수 있다. 가
산 장치(73)의 출력 단자에서의 반향 제거기(62)의 출력은

e2(k) = y2(k) - H
T
(k)X2(k)                   [1]

로서 표현되며, 여기서 H(k)는 AFIR 필터(72) 계수로 이루어지는 N 요소 벡터이며,

시간 k에서 식

H(k) = [hO(k), h1(k), ...., hN-1(k)]
T
        [2]

로써 표현되며, 여기서 T 는 행렬 전치(matrix transpose)를 나타내고, 또한 X2(k)는 다음식으로 표현되
는 N 요소 입력 데이타 벡터이다.

X2(k) = [x2(k), x2(k-1), ...., x2(k-N+1)]
T
   [3]

계수 hj(k)는, 최소 평균 제곱(LMS)법에 따라 오차 신호 e2(k)를 최소화하기 위해 모든 표본 주기에서 갱
신된다.

가장 급강하 방법중 한 수단인 LMS 법은 다음의 관계식에 따라 각 표본점 k에서 계수 벡터 H(k)를 갱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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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H(k) = H(k-1)+Ke2(k)X2(k)                    [4]

여기서 K 는 루프 이득 인자(수렴 매개변수)이다.

LMS 적응 방법은 오차항을 0으로 만든다. 오차항이 최소화되었을 때, 적응 필터 임펄스 응답은 반향 경로
의 임펄스 응답에 수렴하였다고 말하여진다.

AFIR  필터(72)는  다음의  표현식  처럼  순환적으로(recursively)  시간  영역에서  비너의  해(Wiener 
Solution)를 계속해서 찾는다.

여기서 는 계수 벡터이고, RXY(k)는 시간 k에서의 수신 신호 x(k) 및 반향 신호y(k)간의 교차-상관 벡

터이며, RXX(k)는 시간 k에서의 수신 신호 x(k)의 자기 상관 행렬을 나타낸다. 최적의 를 얻기 위해, 

역행렬(RXX(k))
-1
 이 계산되어야 한다. 계수의 수가 반향이 사라지는 시간과 관련해서 너무 크면, (RXX(k))

-

1
 은 여러개의 O 값을 갖거나 대각선에 위치된 작은값을 갖는 성긴 행렬(sparse matrix)이다. 이러한 행렬
은 엄밀한 수학적 의미로 역변환(invert)될 수 없다. 따라서, 반향없는 신호를 재구성하는데 있어서의 부
정확성이 발생되어, 잡음 증가를 야기한다.

신호 처리 시스템(23)에서, DELAY 는 N1으로 설정되고, 여기서 N1 은 음향신호와, 음향 신호의 반향이 제 
1 도에 이미 도시된 바와같이 -TH1 의 제 1 한계를 초과하는 제 1 어택 사이의 표본수를 나타낸다. N 은 
(N2-N1)으로 설정되고, 여기서 N2 는 음향 신호의 반향이 제 2 도에 이미 도시된 바와같이 제 2 한계 
-TH2 이하로 떨어지는데 걸리는 표본수를 나타낸다.

2개의 값(DELAY 및 N)은 초기화시에 실내의 음향적 성질을 측정함으로써 결일단,8000 개의 표본이 수집되
면, 소프트웨어는 DELAY 및 N 에 대한 값을 정된다. 한가지 가능한 초기화 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한다. 
첫째,  신호  처리시스템(23)은  단위  펄스를  DAC(66)를  경유하여  라우드스피커(22)에  공급한다.  둘째, 
DAC(66)에 대한 출력 클럭은 ADC(61)에 대한 입력 클럭에 동기된다. 셋째, 신호 처리 시스템(23)은 음향 
반향 특징을 측정하기 위해 소정수의 표본을 수집한다. 이 소정수는 어떤 실내 크기도 수용하기에 충분히 
커야 한다. 표본이 수집된 후, 신호 처리 시스템(23)은 음향 신호의 시작과 제 1 어택간의 표본수(N1)를 
측정하여, 이 값을 DELAY로서 지연 버퍼(71)에 공급한다. 신호처리 시스템(23)은 또한 제 1 어택과, 반향
이  -TH2  이하로  떨어지는  표본간의  표본수(N2-N1)를  측정하여,  이  값을  N으로서  AFIR필터(72)에 
공급한다. 이 시점에서, 정상동작이 가능하다.

신호 처리 시스템(23)은 종래의 집적 회로, 예컨대 모토로라 DSP 56001 범용 디지틀 신호 처리기와 종래
의 ADC 및 DAC 를 이용하여 실현될 수도 있다. 각 AFIR 필터(72 및 74)는 종래의 집적 회로, 예컨대 모토
로라 DSP56200 카스케이드가능 적응 유한 임펄스 응답(CAFIR) 디지틀 필터칩을 이용하여 실현될 수도 있
다. 범용 디지틀 신호 처리기로 실행하는 소프트웨어 루틴은 초기화를 수행한다. 예컨대, 표 1 은 8000 
개의 표본을 수집하는 DSP56001 명령셋 순차를 나타낸다.

[표 1]

일단, 8000개의 표본이 수집되면, 소프트웨어는 DELAY 및 N에 대한 값을 결정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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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틴도 가능하고, 신호 처리 시스템(23)이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다른 조합으로 실현될 수도 있음은 
분명하다.

제 4 도는 제 3 도의 음향 반향 제거기(62)의 디지틀 신호 처리 표현의 상세블럭도를 도시한다. 지연 버
퍼(71)는, DELAY 와 같고 측정된 제 1 어택에 상응하는 표본 주기수 만큼 신호 x2(k)를 지연시킨다. 지연 

버퍼(71)의 출력은 "Z
-1
"로 명명된 AFIR 필터(72)의 지연 소자를 통해서 순차로 통과된다. 제 4 도는 네개

의 대표적인 지연 소자(80, 81, 82 및 83)를 도시한다. 지연 소자(80)는 지연 버퍼(71)의 출력을 수신하
는 입력단과 출력단을 구비하고, 지연 소자(81)는 지연 소자(80)의 출력을 수신하는 입력단과 출력단을 
구비하는 동등이다. AFIR 필터(72)는 총합 (N-1)개의 지연 소자를 포함하지만, 제 4 도에는 상기 4개 이
외의 부가 지연 소자가 도시되어 있지 않다.

AFIR 필터(72)는 또한 가변 지연을 가진 표본을 각각의 필터 계수로 곱하는 총합 N개의 가면 곱셈기를 포
함한다. 제1가변 곱셈기(90)는 지연 버퍼(71)의 출력을 "h0"로 명명된 계수로 곱하고, 제 2 가변 곱셈기
(91)는 지연 소자(80)의 출력을 "h1"으로 명명된 계수로 곱하며, 제 3 가변 곱셈기(92)는 지연소자(81)의 
출력을 "h2"로 명명된 계수로 곱하는 등의 이후에, 최종 가변 곱셈기(94)가 지연소자(84)의 출력을 "hN-
1"로 명명된 계수로 곱한다. 각 가변 곱셈기의 출력은 가산 장치(95)의 양의 입력단자에서 합산된다. 가
산 장치(95)는 가산 장치(73)의 감산 입력단에 연결된 출력단을 구비한다. 따라서, 가산 장치(95)의 출력
은 신호 y2(k)로 부터 감산되어 오차 신호 e2(k)를 공급한다. 최소 평균 제곱(LMS) 예측기(96)는 신호 
e2(k)를 수신하고, e2(k)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각각의 가변 곱셈기의 각 필터계수 hj 를 조정한다.

전술한 계수 hj 의 초기값을 판정하는데 이용된 초기화 절차는 대개 간단한 스피커폰 시스템에 적합하다. 
그러나, 복잡한 시스템, 예컨대 전화 회의 시스템의 초기화 절차는 더욱 복잡하다. 종래의 방법은 개시 
때에 사용된 핑크 잡음(pink noise)의 순차를 이용하고, 5 내지 20 초의 범위에서 지속할 수도 있다. 이 
순차는 사용자에게 불편을 끼치며, 새로운 전화 회의 초기화 시스템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 제 5 도는 
다중 마이크로폰 환경에서 제 2 도의 신호 처리 시스템을 실시하는 데이타 처리 시스템(100)을 블럭도 형
태로 도시한다.

신호 처리 시스템(23)에 공통한 소자들은 앞에서 사용된 도면 번호를 유지한다. 데이타 처리 시스템(10
0)은 일반적으로 범용 디지틀 신호 처리기(101), 통신버스(102), 메모리(103), 불휘발성 메모리부(104), 
마이크로폰부(105)  및 라우드스피커부(106)를 포함한다. 디지틀 신호 처리기(101)는 스피커폰 하드웨어
(도시되지 않음)로부터 "OFF-HOOK" 지시를 수신하는 입력단과, OFF-HOOK 지시를 전화선으로 공급하는 출
력단을 구비한다. 디지틀 신호 처리기(101)는 데이타 처리 시스템(100)에 있는 다양한 장치로 및 그 장치
들로부터 주소, 데이타 및 제어 신호를 전달하는 통신 버스(102)에 연결된다. 한가지 이러한 장치가 메모
리(103)로서, 외부 프로그램 메모리와 외부 데이타 메모리를 포함한다. 불휘발성 메모리부(104)는 적어도 
하나의 전기적으로 소거가능한 프로그램가능 읽기 전용 메모리(EEPROM, 110)를 포함한다. 옵션으로서, 불
휘발성  메모리부(104)는  시스템내의  마이크로폰의  수에  상응하는  부가적  EEPROM,  예컨대  도시하는 
EEPROM(111 및 114)을 포함한다.

전기적 반향 제거는 통신 버스(102)에 연결된 AFIR 필터(7))에 의해 수행된다. 그러나, 음향적 반향 제거
는 스피커폰을 수용하기 위해 다수의 탭을 구비하는 AFIR 필터(72)를 필요로 한다. 따라서, AFIR 필터
(72)는  실제로  카스케이드가능 AFIR(CAFIR)  필터,  예컨대  DSP56200  을  포함한다.  데이타  처리 시스템
(100)이 AFIR 필터를 실현하기 위해 반향 제거를 분리된 집적 회로로 수행하지만, 다른 실시예에서 신호 
처리 기능이 범용 DSP 로 행하는 필터 알고리즘이나 그 둘의 조합에 의해 완전히 수행될 수 있다.

통상, 전화 회의 시스템은 복수의 스피커와 복수의 마이크로폰을 포함한다. 따라서, 제 5 도는 가변수의 
마이크로폰과 그에 상응하는 ADC 를 포함하는 것으로 마이크로폰부(105)를 도시한다. 예컨대, 제 1 마이
크로폰(140)은 ADC(142)의 입력단에 연결되고, ADC(142)의 출력단은 통신 버스(102)에 연결된다. 제 2 마
이크로폰(141)은 ADC(143)의 입력단에 연결되고, ADC(143)의 출력단은 통신 버스(102)에 연결된다. 마찬
가지로, 제5도는 가변수의 라우드스피커와 그에 상응하는 DAC를 포함하는 라우드스피커부(106)를 도시한
다. 예컨대, 제 1 라우드스피커(130)는 DAC(132)의 출력단에 연결되고, DAC(132)의 입력단은 통신 버스
(102)에 연결된다.

제 2 라우드스피커(131)는 DAC(133)의 출력단에 연결되고, DAC(133)의 입력단은 통신 버스(102)에 연결된
다.

데이타 처리 시스템(100)은 공지된 전화 회의 시스템의 각 초기화시에 직면된 불편을 주는 5 내지 20초의 
잡음을 회피한다. 우선, 새로운 실내에서 설정된 후 시스템을 최초로 초기화할 때, DSP(1O1)는 종래의 핑
크 잡음 초기화를 수행하며, 그것에 의해 발생된 반향을 상응하는 마이크로폰을 사용하여 측정한다. 그러
나,  다음에  필터  계수값은  EEPROM(110)으로  축적된다.  OFF-HOOK(HARDWARE)의  검출시,  DSP(101)는 
EEPROM(110)에 기억된 필터 계수값을 AFIR  필터(72)에 이송한다. 이 값이 이송된 후, DSP(101)는 OFF-
HOOK(PHONE LINE) 신호를 활성시켜 전화선 릴레이를 트리거한다. 계수 적재중에 도입된 지연은 이용자에 
의해 인지되기에는 너무 작다. 예컨대, 24-비트 계수와 250 나노초 액세스 시간을 가진 큰 4000 탭 AFIR 
필터로 계수를 적재하는데는 10 밀리초 이하를 필요로 한다. 그러나, DSP(101)는, OFF-HOOK (HARDWARE) 
신호를 수신하는 입력 포트에서, 이용자가 지연을 감지하지 못하도록 충분히 자주 예컨대 적어도 100밀리
초에 한번씩 표본을 취해야 한다.

정상 동작중, 계수값은 항상 갱신된다. 전화 호출 종료시, 계수값은 OFF-HOOK(HARDWARE)의 비활성에 응답
하여  CAFIR  필터(120  내지  122)에서  EEPROM(110)에  이송된다.  이송이  완료되면,  DSP(101)는 OFF-
HOOK(PHONE LINE)를 비활성화시킨다.

제 2 절차는 다중 마이크로폰 시스템에 특히 유용하다. 새로운 실내에서 설정한 후 시스템을 최초로 초기
화할 때, DSP(101)는 각 마이크로폰에 대해 핑크 잡음 초기화를 수행한다. 다음에, 각 마이크로폰에 대한 
필터 계수값은 부가적 EEPROM, 예컨대 EEPROM(111 및 114)에 이송된다. 필터 계수값은 OFF-
HOOK(HAREWARE)에  응답하여 상기와 같이  EEPROM  에서  CAFIR  필터(120  내지  122)로  이송된다.  그러나, 
DSP(101)로 수행하는 소프트웨어는 적응 빔포밍(adaptive beamforming)으로서 알려진 시스템을 실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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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마이크로폰을 활성시킬 것인지를 판정한다. 적응 빔포밍은 각 마이크로폰으로부터 수신된 전력을 산
정하고, 최고의 전력을 갖는 마이크로폰을 선택한다. 적응 빔포밍 소프트웨어가 다른 마이크로폰을 선택
하면, 과거의 마이크로폰을 위한 계수는 상응하는 EEPROM에 동적으로 기억되고, 새로운 마이크로폰에 상
응하는 EEPROM 으로부터의 계수값로 대치된다. 통상적인 대치에는 50 밀리초 이하가 소요된다.

상기와 같이, 스피커폰 등에 대한 신호 처리 시스템이 설명되어 왔다. 신호 처리 시스템은 특정의 실내 
환경에 필요치 않은 과잉의 AFIR 필터 탭을 제거함으로 써 정상 동작중의 잡음을 감소시킨다. 첫째로, 반
향 제거기는, 음향적 반향 제거용 AFIR 필터로의 신호 입력을, 시험 신호와 그 시험 신호의 제 1 어택간
의 표본 주기수와 같은 시간길이동안 지연시킨다. 둘째로, 반향제거기는 사용된 AFIR필터 탭의 수를 적응
적으로 조정하여, 제 1 어택과, 반향의 예상 전력이 소정의 한계 이하로 떨어지는 시간간의 표본 주기의 
수와 같게 한다.

신호 처리 시스템은 또한, 초기화 잡음을 감소시킨다. 첫째로, AFIR 필터 계수는 초기화 절차에서 측정된
다.  이들  계수는  불휘발성  메모리에  기억되고,  오프  후크  지시에  응답하여  AFIR  필터로  이송된다. 
동작중, 필터 계수는 계속해서 갱신 된다. 계수는 온후크 지시에 응답하여 불휘발성 메모리에 다시 이송
된다.

둘째로, 다중의 마이크로폰 시스템에 있는 상이한 마이크로폰들에 상응하는 해당 AFIR 필터 계수를 기억
시키는데 몇개의 불휘발성 메모리가 이용된다. 동작중, 새로운 마이크로폰에 상응하는 계수는, 전력 산정 
알고리즘,  예컨대  적응  빔포밍을  이용하여,  과거의  마이크로폰의  계수에  대해  동적으로  대치된다. 
따라서, 각각의  새로운 호출의 초기에 통상 직면하는 달갑지 않은 초기화 잡음이 회피된다.

양호한 실시예의 내용에서 본 발명이 서술되는 동안, 기술상 숙련자들에게는 본 발명이 여러가지 방법으
로 변형될 수 있고, 상세히 설명하고 전술한 것 이외에 다른 많은 실시예를 예상할 수 있음이 명확하다. 
예컨대, 신호처리 시스템과 잡음 감소는 하드웨어로, 소프트웨어로, 그리고 이둘의 몇가지 조합으로 실현
될 수도 있다. 또한, 제 1 어택과 감쇄된 반향한계는 같을수도 다를수도 있다. 따라서, 첨부된 청구범위
로 본 발명의 진정한 사상과 범위내에 있는 모든 변형을 포괄하고자한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전이중 통신에 대한 잡음 감소 장치(62)에 있어서, 마이크로폰 입력 신호를 수신하는 양의 입력과, 음의 
입력과, 제1 출력 신호를 제공하기 위한 출력을 가진 가산 장치(73)와, 디지털 수신 경로 신호를 수신하
기 위한 입력 단자와, 제2 출력 신호를 제공하기 위한 출력 단자를 가진 지연 버퍼(71)와, 상기 지연 버
퍼(71)의 상기 출력 단자에 커플링된 신호 입력 단자와, 상기 가산 장치(73)의 상기 출력 단자에 커플링
된 피드백 입력 단자와, 제3 출력 신호를 제공하기 위해서 상기 가산 장치(73)의 상기 음의 입력에 커플
링된 출력 단자를 가진 적응 유한 임펄스 응답(AFIR) 필터(72)를 포함하는데, 상기 지연 비퍼(71)는 상기 
디지털 수신 경로 신호를 제1 소정수(N1)의 표본 주기들만큼 지연시키고, 상기 제1 소정수(N1)의 표본 주
기들은 테스트 라우드스피커 출력 신호로부터 상기 마이크로폰 입력 신호의 전력이 제1 소정 한계(TH1)를 
초과할 때의 제 1 시간까지의 표본 주기의 수와 같고, 상기 AFIR 필터(72)는 상기 제1 시간(N1)과 상기 
마이크로폰 입력 신호의 예상 전력이 제2 소정 한계(TH2)아래로 떨어지는 제2 시간(N2) 사이의 표본 주기
들의 수와 같은 수의 계수들을 가지며, 상기 AFIR 필터(72)는 상기 제2 출력 신호의 연속적 표본들을 저
장하기 위한 복수의 연속적 메모리 위치들을 가지며, 상기 AFIR 필터(72)는 상기 제3 출력 신호를 얻기 
위해서 상기 수의 계수들을 상기 제2 출력 신호의 상기 연속적 표본들중의 대응하는 표본들로 곱하는, 전
이중 통신에 대한 잡음 감소 장치(62).

청구항 2 

전이중 통신에 대한 잡음 감소 장치(100)에 있어서, 통신 버스(102)와, 상기 통신 버스(102)에 결합된 비
휘발성 메모리(110)와,  예정된 수의 AFIR  필터 계수들의 초기값들을 수신하기 위해서 상기 통신 버스
(102)에 결합된 입력을 가지며, 반향 제거된 출력 신호를 제공하기 위해서 상기 예정된 수의 AFIR 필터 
계수들을 입력 신호의 유사하게 예정된 수의 샘플들에 적응하고, 상기 예정된 수의 AFIR 필터 계수들의 
업데이트된 값들을 제공하기 위해서 최소 평균 자승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상기 예정된 수의 AFIR 필터 계
수들을 연속적으로 업데이트하는 적응 유한 임펄스 응답(AFIR) 필터(72)와, 상기 통신 버스(102)에 결합
되어, 오프-훅 입력 신호에 응답하여 상기 소정수의 AFIR 필터 계수들의 상기 초기값들을 상기 비휘발성 
메모리(11O)로부터 상기 AFIR 필터(72)로 전송하며, 상기 오프-훅 입력 신호외 비활성화에 응답하여 상기 
AFIR 필터 계수들의 상기 업데이트된 값들을 상기 AFIR 필터(72)로부터 상기 비휘발성 메모리(110)로 전
송하는 데이터 프로세서(101)를 포함하는 전이중 통신에 대한 잡음 감소 장치(100).

청구항 3 

전이중 통신에 대한 데이터 처리 시스템(100)에 있어서, 제1  마이크로폰(140)과,  상기 제1 마이크로폰
(140)에 결합된 입력과, 통신 버스에 결합된 출력를 가진 제1 애널로그-디지털 변환기(ADC)(143)와, 제2 
마이크로폰(141)과, 상기 제2 마이크로폰(141)에 결합된 입력과, 상기 통신 버스에 결합된 출력을 가진 
제2 ADC(143)와, 상기 통신 버스에 결합되며, 상기 제1 마이크로폰(140)에 대응되는 제1 비휘발성 메모리
(110)와, 상기 통신 버스에 결합되며, 상기 제2 마이크로폰(141)에 대응되는 제2 비휘발성 
메모리(1l1)와, 적응 유한 임펄스 응답(AFIR) 필터(72)를 포함하는 음향 반향 제거기(62)로서, 상기 AFIR 
필터(72)는 상기 통신 버스로부터 복수의 계수들의 초기값들을 수신하기 위해서 상기 통신 버스에 결합된 
입력을 가지며, 반향-제거된 출력 신호를 제공하기 위해서 상기 복수의 계수들을 상기 제1 마이크로폰
(140)과 제2 마이크로폰(141)중의 선택된 마이크로폰으로부터 수신된 입력 신호의 유사한 복수의 샘플들 
적용하고, 상기 복수의 계수들의 업데이트된 값들을 제공하기 위해서 최소 평균 자승 알고리즘을 사용하
여 상기 복수의 계수들을 연속적으로 업데이트하는, 상기 음향 반향 제거기(62)와, 상기 통신 버스에 결
합되는 데이터 프로세서(101)로서, 상기 제1 마이크로폰(140)과 제2 마이크로폰(141)중의 하나를 활성 마
이크로폰이 되도록 선택하며, 상기 데이터 처리 시스템(100)이 상기 제1 마이크로폰(140)과 제2 마이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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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141)중의 하나를 선택하는 것에 응답하여 상기 복수의 계수들을 상기 제1 마이크로폰(140)과 제2 마이
크로폰(141)중의 상기 선택된 마이크로폰에 대응되는 상기 제1 비휘발성 메모리(110)와 제2 비휘발성 메
모리(111)중의 하나의 메모리로부터 상기 AFIR 필터(72)로 전송하는 상기 데이터 프로세서(101)를 포함하
는데, 상기 데이터 프로세서(1O1)는 또한 상기 복수의 계수들을 상기 AFIR 필터(72)로부터 상기 제1 마이
크로폰(140)과 제2 마이크로폰(141)중의 선택되지 않은 마이크로폰에 대응되는 상기 제1 비휘발성 메모리
(110)와 제2 비휘발성 메모리(111)중의 하나의 비휘발성 메모리로 전송하는, 전이중 통신에 대한 데이터 
처리 시스템(100).

청구항 4 

전이중 스피커폰(20)둥에 대한 잡음 감소 방법에 있어서, 시험 출력 신호를 제1 표본점에서 상기 전이중 
스피커폰(20)의 스피커(22)를 통해서 공급하는 단계와, 소정수의 표본들을 의해 소정 주파수로 상기 전이
중 스피커폰(20)의 마이크로폰(21)으로부터의 입력 신호를 표본화하는 단계와, 상기 제1 표본점과 제2 표
본점(N1) 사이에서 제1 수의 표본들을 카운팅하는 단계로서, 상기 제 2표본점(N1)은 상기 표본화된 입력 
신호의 전략이 제1 소정 한계보다 클 때에 발생하는, 상기 제1 수의 표본들을 카운팅하는 단계와, 상기 
제1 표본점과 제3 표본점(N2) 사이에서 제2 수의 표본들을 카운팅하는 단계로서, 상기 제3 표본점(N2)은 
상기 표본화된 입력 신호의 예상 전력이 제2 소정 한계(TH2)보다 적을 때에 발생하는, 상기 제2 수의 표
본들을 카운팅하는 단계와, 상기 소정수의 표본들 이후의 상기 표본화된 입력 신호를 적응 유한 임펄스 
응답(AFIR) 필터(72)로 연속적으로 필터링하는 단계로서, 지연 버퍼(71)는 출력 신호를 상기 제1 표본수 
만큼 지연시키고 지연된 출력 신호를 상기 AFIR 필터(72)의 입력에 제공하며, 상기 AFIR 필터(72)는 상기 
제2 수의 탭을 갖는, 상기 연속적으로 필터링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전이중 스피커폰(20)등에 대한 잡음 
감소 방법.

청구항 5 

전이중 통신에 대한 잡음 감소 방법에 있어서, 전이중 스피커폰(20)으로부터 오프-후크 지시를 검출하는 
단계와 다수의 적응 유한 임펄스 응답(AFIR) 계수의 초기값들을 비휘발성 메모리(110)로부터 AFIR 필터
(72)로 전송하는 단계와, 오프-후크 지시를 전화선에 공급하는 단계와, 상기 전이중 스피커폰(20)의 마이
크로폰(140)으로부터 수신된 음향 입력 신호를 상기 AFIR 필터(72)에서 필터링하는 단계와, 상기 필터링 
단계를 수행하는 동안에, 상기 복수의 AFIR 필터 계수들의 업데이트된 값들을 제공하기 위해서 상기 복수
의 AFIR 필터 계수들을 연속적으로 업데이트하는 단계와, 상기 전이중 스피커폰(20)으로부터 온-후크 지
시를 검출하는 단계와, 상기 복수의 AFIR 필터 계수들의 업데이트된 값들을 상기 AFIR 필터(72)로 부터 
비휘발성 메모리(110)로 전송하는 단계와, 상기 전화선에 온-후크 지시를 공급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전이
중 통신에 대한 잡음 감소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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