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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향 반향 제거기의 수렴속도 개선에 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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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응형 반향제거기는 스피커폰, 3G 화상 화와 VoIP 서비스 시스템과 같은 응용분야에 필수 인 요소이

다. 일반 인 반향제거기들은 반향을 제거하기 해서 매우 많은 탭을 필요한다. 이들 탭수의 증가는 계산

량을 증가시키고 수렴속도를 떨어뜨리는 원인이 된다. 

  이러한 단 들을 극복하기 해서, 본 논문에서는 수렴속도를 개선할 수 있는 응형 반향제거기를 제안

한다. 본 논문에서 수렴속도를 개선하기 해서 반향 역을 부 역으로 구분하고 각 부 역에 용형 필터

링을 용한다. 각 부 역 필터는 부 역 반향 신호로써 반향신호를 인식하게 되고 따라서 동 인 부 역이 

게 되어 수렴속도를 빠르게 한다. 게다가 탭수와 가 치 갱신이 각 부 역에서 산출되므로 각 응 필터

의 구 상 복잡성을 감소시킨다.

ABSTRACT

 An adaptive echo canceller is necessary for an application such as a speakerphone, 3G image telephony  and VoIP 

service system. These echo cancellers need to have many taps for filtering echo signals. many taps cause computation 

data to increase and convergence speed to be low.

 To overcome these problems, An adaptive echo canceller with the advanced convergence speed is proposed in this 

paper. To improve the speed, we divide an echo band into subbands and place a subband filter to be adaptive for each 

subband. 

 Each subband filter recognizes the echo signal as subband echo signals. So, dynamic range of subband is small, the 

convergence speed is fast. Moreover, as the number of Tap and weight update are estimated in each subband, the 

implementation complex of a adaptive filter is 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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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제3세  이동통신 서비스는 단순한 음성 서비스

에서 다양한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

도록 발 해 왔다. 제3세  이동통신서비스의 목

은 사용 인 단말을 통해서 자연스러운 국제

인 로 의 구 과 상통화 서비스의 제공이

다. 국내에서 제 3.5세  이동통신 서비스인 

HSDPA의 서비스가 2007년에 처음 제공되면서 

상 화 서비스 가입자들의 수가 증하 다

[1]. 상 화는 이동 화기를 귀와 입에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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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고 이동 화기의 화상을 보면서 통화를 한다. 

한 운 인 자동차에서는 핸즈 리 통신시스

템을 통해서 통화를 수행하고 있다. 이는 핸즈

리 단말이나 화상 화 단말내 마이크로폰에 의

해서 추가되는 불필요한 국부 반향을 제거하는 

신호처리 기술이다. 이런 불필요한 소리 반향은 

음성의 질을 하시키고 상 방에게 매우 불편

한 소리를 야기한다. 이러한 핸즈 리 시스템이

나 화상통화에서, 요한 기술은 음성의 질을 개

선하기 한 소리 반향 제거기이다[2]. 

소리 반향 제거기에서 응형 필터링은 매우 많

은 탭수로 구성된 필터가 요구된다[3]. 매우 많

은 탭수를 가지는 응형 필터는 상 으로 계

산량이 많으며 이는 수렴속도를 느리게 하는 원

인이 된다[4].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해서 

본 논문에서는 반향 역을 다수의 부 역으로 

구분하여 각 부 역마다 병렬 응형 필터를 구

하여 수렴속도를 개선하도록 한다. 각각의 

응형 필터는 원 역을 매우 작은 역의 반향 

경로를 식별한다. 이러한 개념은 각 부 역으로 

스펙트럼의 동  범 가 좁아지기 때문에, 수렴

속도를 빠르게 할 수 있다. 게다가 탭수와 가

치 갱신이 각각의 부 역에서 계산되고 이루어

지므로 응형 필터를 구 하는 복잡성도 낮아

지게 된다. 제안한 방식의 검증을 해서 비교는 

NLMS 방식의 수렴속도를 비교한다.

 

Ⅱ. 제안한 부 역 응형 소리반향 제거기
  

그림 1은 제안한 방식의 시스템을 나타낸다. 이

는 각각의 부 역으로 분할된 주 수에서 방이

나 자동차안과 같은 미지의 환경을 평가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이는 응형 필터가 분석부분과 

합성부분의 간에 치하고 미지의 환경을 각

각의 부 역으로 평가한 값들이 응형 필터에 

더해진다[7]. 분석부분은 분석 필터 뱅크와 하향 

표본화기 뱅크로 구성된다. 분석 필터 뱅크는 공

통의 입력을 가지는 M개의 디지털 필터 뱅크로 

구성된다. 이 분석 필터들의 달함수는  , 

 ,...,    로 표 된다. 하향 표본화기 

뱅크는 신호 의 체 역보다 훨씬 작은 

역의 부 역 신호들을 하향 표본화한다[8][9].

그림. 1 제안한 부 역 응 필터
Fig. 1 The proposed sub-channel adaptive filter

분석 필터 뱅크의 출력을  ,  ,..., 

     이라고 하고 m번째 N 겹 하향 표본

화기가 출력신호를 발생하기 해서 부 역 신

호  를 취한다고 하자. 이를 식(1)으로 표

한다.

(1)

이는 N번당 1번 발생하는 표본만이 하향 표본

화기로부터 얻어진다. 즉, 표본율이 인자 N만큼 

어든 것이다. 하향 표본화에서 요한 것은 표

본율이 낮을 경우, 앨리어징 상이 발생하므로 

당한 표본이 요구된다. 이러한 기 은   

일 경우, 앨리어징을 최소화 할 수 있다.

분석의 역과정인 합성과정은 상향 표본화기 블

록과 합성 필터로 구성되어 있다. 상향 표본화기

는 각각의 입력에 해서 상향 표본화를 수행한

다. n이 L의 정수배이거나    이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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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번째 N겹 상향 표본화기는 출력신호가 

     이 되도록 하기 해서 입력 

신호  을 취한다.

합성 필터는 M개의 디지털 필터를 병렬로 구성

한다. 이 합성 필터들의 달함수를  , 

 ,...,    라고 하자. 각 필터의 출력

이 더해져서  을 발생한다. 응 필터 뱅크들

은 잔류 반향 신호인  가 최소화되도록 탭의 

가 치를 조 하게 된다. 

Ⅲ. 시뮬 이션 결과

본 논문에서는 Mathworks사의 Matlab을 사용

하여 부 역 응 필터링을 사용하여 수렴 속도

가 개선되었다는 것을 증명한다. 수렴 속도의 개

선에 한 검증으로  역 NLMS 방식과 비

교를 수행한다.

   검증을 한 시뮬 이션 환경은 표 1에 정리

한다.

 표 1. 시뮬 이션 라메터
Table 1. Smulation Parameters

구 분 라메터

원단 잡음 백색 가우시언 잡음

부 역 개수(K) 64

상향 표본 인자(P) 2

하향 표본인자(D) K/P

필터 길이(L) 4×K

차단 주 수( ) 1.272/K

분석필터 응답()

합성필터 응답()

역 필터의 길이는 M=256이며 μ=2.0의 스텝 

크기를 가지는 NLMS 알고리즘을 사용하고 부

역의 스텝 크기는 μ=1.0으로 한다. 

그림 2. 역  부 역, M=256개 탭
Fig. 2 Full-Channel vs sub-channel for M=256 Taps

그림 2는 부 역 분석을 사용한 경우, 알고리즘 

수렴이 1 이내 인 것을 보여 다. 반면에 

역 알고리즘은 4 이상이 걸린다는 것을 나타내

고 있다. 역 알고리즘이 더 낮은 MSE를 사

용함에도 불구하고 수렴속도는 부 역 알고리즘

이 빠르다. 그 이유는 부 역 알고리즘에 해서 

더 높은 스텝 크기를 사용하 기 때문일 수 있

다. 그러나 동일 스텝 크기로 시뮬 이션한 결과

를 나타내고 있는 그림 3에서도 동일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그림 3. 역  부 역, M=256개 탭 – 동일 
스텝크기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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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Full-Channel vs sub-channel for M=256 Taps in 
same step-size. 

Ⅳ. 결론 

부 역 알고리즘을 용한 소리 반향제거기에

서, 낮은 비율로 구동되는 디지털 필터로 체하

다. 그 결과 역 알고리즘을 사용하는 응 

반향제거기보다 수렴속도가 빠를 뿐 아니라 필

터의 계산량을 일 수 있어 구 상 복잡도도 

히 낮출 수 있었다.

부 역 알고리즘의 사용에 해서, RLS 알고리

즘의 사용 한 동일하게 용될 수 있다는 결

론도 얻을 수 있었다.

다만, 부 역 알고리즘을 사용할 경우, 다른 단

들이 발생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부 역 

필터를 유도하는데 사용되는 통과 역 필터에서 

신호 경로에 한 지연이 발생한다. 이 문제는 

지연이 최소화되는 부 역 응 필터링을 사용

하여 개선할 수 있을 것이다.  다른 문제는 부

역 신호의 하향 표본화로 야기되는데 부 역 

응 필터는 앨리어징 상에 해서 민감한 성

능을 나타낸다는 것이다. 그러나 상향 표본화된 

필터뱅크를 사용함으로써 이러한 앨리어징 상

을 해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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