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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향반향제거기에서 기하학  개념의 BSS를 이용한 
동시통화 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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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uble-talk Control using Blind Signal Separation based on Geometric Concept in 
Acoustic Echo Cancell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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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은 기하학  개념에 기반한 암묵신호분리를 이용하여 동시통화문제를 제어하는 음향반향제거기에 

한 것이다. 음향반향제거기는 동시통화 구간에서 성능이 하되거나 발산하게 된다. 따라서 혼합된 마이크 

입력신호로부터 근단화자신호를 분리해서 동시통화상태를 검출하기 하여 암묵신호분리기술을 이용한다. 암

묵신호분리는 미지의 입력신호들로부터 기하학  개념에 기반하여 변형과 회 의 두 단계를 거쳐 근단화자신

호를 추정해낸다. 컴퓨터 시뮬 이션을 통하여 이 음향반향제거기의 성능을 검증하 다. 동시통화 구간에서는 

반향제거필터의 계수가 발산하는 것을 방지하기 하여 계수 갱신작업을 지하도록 하 다. 시뮬 이션 결

과, 이 방법을 사용한 음향반향제거기는 암묵신호분리의 빠른 수렴속도로 인해 동시통화의 유무에 상 없이 

안 하게 동작함을 확인하 다.

ABSTRACT

This paper describes an acoustic echo canceller with double-talk using BSS(: Blind Signal Separation) based on the geometric concept. The acoustic 

echo canceller may be deteriorated or diverged during the double-talk period. So we use the blind signal separation to detect the double talking by 

separating the near-end speech signal from the mixed microphone signal. In the closed reverberation environment, the blind signal separation extracts the 

near-end signal from unknown signals with the transformation and rotation based on the geometric concept. By this method, the acoustic echo canceller 

operates irrespective of double-talking. We verified performances of the proposed acoustic echo canceller by computer simulations. The results show that 

the acoustic echo canceller with this algorithm detects the double-talk periods thoroughly, and operates stably in the normal state without diverging of 

coefficients after ending the double-tal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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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음향반향신호는 원단화자로부터의 수신신호가 스피

커를 통해 방사된 후 마이크에서 근단화자의 송신신

호와 결합됨으로서 원단에서 근단화자의 음성청취를 

방해하게 된다. 반향신호를 제거하기 하여 응필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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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이용하게 되는데 이 회로는 원단화자신호만 존재

하는 일방통화 시에만 정상 으로 동작하고 근단화자

신호도 함께 존재하는 동시통화 구간에서는 반향신호

를 제거하는 능력이 갑자기 하되는 상이 발생한

다. 따라서 이 동시통화문제를 처리할 수 있는 기능이 

포함되어야 한다[1-2].

일반 으로 동시통화상태를 검출하여 반향제거기의 

계수 갱신을 지시킴으로서 계수의 발산을 방지하는 

방법[3]이 있다. 그러나 종래 이 방법은 검출시간이 

비교  길어 검출이 되기 에 반향제거기의 계수가 

발산하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신속하

게 동시통화상태를 검출하기 하여 새로운 음원분리

기술을 사용한다. 음원분리기술은 찰된 혼합음으로

부터 각 음원신호를 분리해낼 수 있다. 특히 입력신호

의 통계 인 특성 등 사  정보를 알지 못하는 상태

에서 신호들을 분리하는 블라인드 음원분리(BSS) 방

법이 있다. 이것은 음성간의 통계  특성이 독립이라

는 가정하에 여러 음원을 분리하는 방법이다[4]. 

Jutten과 Herault가 제안한 BSS 알고리즘은 선형 혼

합된 신호를 간단히 분리할 수 있다고 발표하 으며 

이후 여러 후속 연구가 이루어졌다[5]. Jutten과 

Herault는 시간 역에서 잡음과 신호를 분리하는 

BSS 알고리즘을 제안하 다. 그러나 이 알고리즘은 

수천 개의 많은 탭을 사용하므로 큰 메모리가 필요하

고 계산량도 많아진다. Bell과 Sejnowski는 독립성분

분석(ICA)을 통하여 지연을 추정하는 방법을 제안하

다[6-8]. 그러나 음성신호는 주기 인 특성 때문에 

지연을 추정하는데 있어 기값에 따라서는 최 해로 

수렴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이를 해결하기 해 

Torkkoa는 정보량 최 화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지연

을 추정하 다[9]. 그러나 계산량이 많고 주변잡음이 

있으면 정확하게 지연을 추정하지 못한다. 따라서 최

근에는 주 수 역에서 블라인드 음원분리를 하는 연

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10]. 한 폐쇄된 공간에

서 반향신호가 존재하는 다채  환경에서 신호를 분

리하는 문제는 다차원의 많은 계산량을 요구한다

[11-12].

많은 연구결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순시혼합모델은 

이해는 쉬우나 구 이 용이하지 않고 연산량이 많다. 

그래서 일부 연구자들은 특정 이산신호를 처리할 수 

있는 간단한 기하학  근방법[13]을 제안하 다. 그

리고 후에는 아날로그신호를 분리하도록 개선하 다

[14]. 기본 개념은 기하학  의 독립성을 이용하

는 것이다. 실제로 2개의 독립된 신호 과 

의 산포도(scatter plot)는 직사각형을 이룬다. 

이 신호들의 혼합은 직사각형을 평행사변형 모양으로 

기하학  변형시키는 것이다. 

    (a) 원천신호               (b) 혼합신호
그림 1. 신호 혼합의 기하학  개념

Fig. 1 Geometric concept of signals mixture

기하학  개념에 기반한 암묵신호분리는 그림 2와 

같이 두 단계의 과정을 거친다. 첫째 평행사변형을 제

1사분면으로 평행 이동시킨다. 둘째 평행사변형의 모

서리 과 의 기울기를 구한다. 여기서 신호의 확

률 도함수는 uniform하고 입력 원천신호는 2개만 존

재한다고 가정한다.

  (a) 평행이동               (b) 신호분리
그림 2. 신호 분리의 기하학  개념

Fig. 2 Geometric concept of signals separation

한편 음성신호 는 Gamma 확률 도함수를 갖는 

신호들은 평행사변형의 모서리를 찾기가 어렵다. 따라

서 연구자들은 신 평행사변형의 칭 기축 과 

의 기울기를 구하는 알고리즘을 제안하 다. 이것

은 혼합평면을 여러 클러스터로 분할한 후 칭축을 

더 세력이 큰 클러스터의 방향에 응시킨다. 성능은 

축 과 의 기울기의 산출에 좌우된다. 기울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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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은 클러스터의 수와 우수한 클러스터를 선정하기 

한 정의 수에 따라 달라진다. 이러한 기하학  원

리를 이용하여 신호를 분리하고 동시통화상태를 검출

하는 방법에 하여 연구하 다.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었다. II장에서 암묵

신호분리 알고리즘의 개념을 논하 고, III장에서는 음

향반향제거기에서 암묵신호분리를 통한 동시통화 검

출방법에 하여 살펴보았다. 그리고 모의실험과 그 

결과에 한 검토를 IV장에서 기술하 고, V장에서 

결론을 도출하 다.

Ⅱ. 기하학  개념에 기반한 암묵신호분리

원천신호의 수는 혼합신호의 공분산 행렬에 있어서 

크기가 큰 고유치의 수로 정해질 수 있다. 여기서 우

리는 소스와 센서의 수가 동일하고 순시혼합인 경우

라고 가정한다. 이러한 순시혼합의 분리는 조합과 스

일 인자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 즉 산출된 원천

신호는 조합과 스 일 인자로 표 된 원천신호와 같

다. 따라서 W가 분리행렬이고 M이 혼합행렬일 때 

역행렬 G WM  은 다음 계를 만족해야 한다

[13].

G  PD (1)

여기서 P는 어떤 조합, D는 모든 계수를 포함하

는 각행렬을 나타낸다. 순시혼합은 찰공간에서의 

기하학  변형을 가져온다. 신호분리는 변형

(transformation)과 회 (rotation)의 2단계 과정을 통

하여 이루어질 수 있다. 먼  두 개의 신호가 혼합된

다고 가정한다.

(a) 변형

(b) 회
그림 3. 신호 분리의 2단계 과정

Fig. 3 Two steps for signals separation

Cholesky 분해를 이용하여 혼합신호 로부터 직

교신호 들을 생성할 수 있다. 즉 혼합 평행사변형을 

정사각형으로 변형한다. RY가  의 공분산 행렬

이라 하면

R  E  (2)

Cholesky 분해를 이용하여 R의 제곱근 L을 구

할 수 있다.

R  LL (3)

원천신호들이 통계 으로 독립이고 원천신호의 수

가 센서의 수와 같다면 혼합 공분산 행렬 R는 그 

제곱근과 마찬가지로 모든 계수를 포함하는 행렬이 

된다. 따라서 직교 혼합신호 는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

L (4)

그리고 공분산 행렬 R는 고유행렬과 같게 된다.

RE LE LLRL I (5)

한 산출신호  는 각 의 회 을 통하여 

 로부터 얻어질 수 있다.

 R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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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R는 삼각함수 행렬이다. 1차 각선과 

수평축 사이의 각을 라고 하자. 이 각은 원 으로부

터 가장 먼 거리에 있는 을 이용하여 결정되는데 

unique하게 정해지지 않으며 이것은 주로 조합의 불

확정성에 기인한다. 모든 물리  신호는 한정 이고 

스 일 인자의 불확정성을 이용한다면 소스는 최  

크기가 같거나 소스의 산포도가 정방형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따라서 신호들을 분리하기 해서는 다음과 

같은 각도로 신호들을 회 시켜야 한다. 

  


  (7)

이 각은 원천신호의 력 도함수(pdf)가 균일할 

때 계산될 수 있다. 이 신호들이 칭 감마 력 도

함수나 음성신호와 같이 칭 감마에 근 한 력

도함수처럼 unimodal 력 도함수를 갖는 경우, 이 

신호들의 산포도는 그림 4와 같이 직사각형 보다는 

십자가 형태가 될 것이다. 

       

그림 4. 분리된 음성신호의 산포도
Fig. 4 Scatter plot of separated speech signals

이때 가장 먼 거리에 있는 은 두 직교축  하나

에 응된다. 따라서 각은 다음과 같이 구해진다.

    (8)

Ⅲ. 동시통화 음향반향제거기

폐쇄된 공간에서 핸즈 리 통화는 음향반향을 발생

시키며, 이 원하지 않는 반향신호를 제거하기 하여 

응필터를 사용한다. 그런데 원단화자와 근단화자가 

동시에 말을 하는 동시통화의 경우에는 마이크로 유

입되는 근단화자신호로 인하여 반향제거기의 계수가 

발산할 수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하여 기하학  

개념에 기반한 BSS 방법을 이용한다. 마이크로 유입

되는 반향신호와 근단화자신호는 암묵신호분리를 통

하여 근단화자신호를 얻을 수 있다. 그래서 BSS에서 

동시통화구간을 검출하고 이 구간에는 필터계수의 갱

신을 보류하도록 한다. 그림 5에서 BSS를 이용한 음

향반향제거기의 구조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 5. BSS를 이용한 음향반향제거기
Fig. 5 Acoustic echo canceller with BSS

동시통화구간에서 음향반향제거기의 계수는 잔차신

호에 포함된 근단신호로 인하여 수렴상태에서 이탈하

여 발산하고 수렴상태로 복귀하지 못할 수도 있다. 따

라서 근단화자  반향신호 등이 포함된 마이크 입력

신호에 하여 BSS를 사용하여 근단화자신호와 반향

신호를 분리하고, 검출된 근단화자신호의 유무에 따라 

AEC의 잔차신호를 이용하여 응필터의 계수를 갱신

할지 여부를 정한다. 즉 동시통화상태에서는 필터의 

계수가 발산하는 것을 방지하기 하여 계수의 갱신

작업을 일시 지하도록 한다. 이때 암묵신호분리작업

이 늦어지면 AEC 계수들이 발산할 수 있으므로 근단

화자신호가 나타날 때 신속하게 BSS가 수렴해야 한

다.

스피커에서 발생한 음향반향신호는 다채 의 반향

경로를 거쳐 마이크로 유입되는데 이 마이크 신호는 

BSS의 입력신호로도 사용된다. 반향신호를 제거하기 

하여 NLMS 알고리즘을 이용하며 이와 련된 수

식은 다음과 같다[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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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10)

  




 (11)

여기서 는 반향제거기의 계수이며, 는 알고

리즘의 수렴속도를 결정하는 상수이다.

Ⅳ. 모의실험 결과

기하학  개념에 기반한 음원분리  반향제거기의 

성능을 상 수 에서 검증하기 해 C 언어를 사용하

여 시스템의 동작을 표 하는 시뮬 이션 로그램을 

작성하 다. 앞에서 설명한 알고리즘을 용하여 반복

된 심볼 수에 한 ERLE의 특성곡선을 찰하 다.

입력은 근단화자의 음성 녹음신호와 원단의 의사 

음성신호 등 두 음원으로부터 마이크에 유입된 혼합

신호를 사용하 다. 원단으로부터의 수신신호는 

400Hz～4kHz의 음성주 수 사이에서 무색 성분을 갖

는 신호이다. 마이크 입력신호는 8kHz로 샘 링되며, 

사용된 반향제거기는 256-tap FIR 구조이다. 응 알

고리즘으로 NLMS 알고리듬을 사용하 으며, 응스

텝의 크기는 μ=0.005으로 설정하 다. 반향경로의 응

답특성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크기가 지수함수 으로 

감소하고 끝부분에서는 상당히 긴 꼬리가 지속된다. 

이 실험에서 반향경로는 다음과 같은 수학  모델[2]

을 사용하 다.

  rand (12)

여기서 rand는 정수에 따라 불규칙하게 (+1) 

는 (-1)을 갖는 함수이다.

본 기술은 두 음향신호가 혼합되어 유입될 때 둘 

 어느 하나의 신호를 분리해낸다. 먼  근단화자의 

음성신호와 원단의 음향반향신호가 혼합되어 유입될 

때 각 신호의 분리 실험을 수행하 다. 사용된 근단화

자의 음성신호는 「실제 도우즈 로그램 내에서」

라는 여성의 녹음된 음성이다. 그림 6은 두 음원신호

의 형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6. 근단신호와 원단신호의 음원 형
Fig. 6 Waveforms of near-end and far-end signal

그리고 그림 7은 음향 반향된 원단신호에 근단 음

성신호가 혼합된 마이크 입력신호의 형을 보여주고 

있다. 혼합된 음성은 근단화자신호 에서 5,000 - 

11,500 번째 샘 이 삽입된 형태이다.

그림 7. 마이크 입력신호
Fig. 7 Microphone input signal

이어서 두 신호가 혼합되어 BSS에 유입될 때 각 

신호의 분리 결과에 하여 살펴본다. 두 음원인 음향

반향신호와 음성신호를 분리한 경우의 각 출력신호 

형을 그림 8에서 보여주고 있다. 그림 (a)에서 기 

계수가 수렴하지 않았을 때는 이상 형이 나타났으

나 곧 수렴하여 잘 분리된 음성신호를 보여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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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분리된 근단신호  원단신호
Fig. 8 Separated near-end and far-end signal

그리고 그림 9는 마이크 신호에서 반향추정신호를 

제거한 잔차신호와 암묵신호분리의 출력인 동시통화 

구간을 보여 다. 이 그림으로부터 잔차신호는 동시통

화 구간에서 근단화자신호를 포함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동시통화는 high 값일 때 발생하며 이 구간

에서는 AEC 계수의 갱신을 지하도록 한다.

그림 9. 잔차신호와 동시통화 구간
Fig. 9 Residual signal and double talk period

끝으로 그림 10은 음향반향제거기의 성능을 나타내

는 ERLE 곡선을 보여 다. 이 그림으로부터 동시통

화 구간에서는 근단화자신호 때문에 크기가 작아짐을 

볼 수 있고, 동시통화가 종료된 직후에도 ERLE 값이 

높은 크기를 유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10. 제안한 음향반향제거기의 ERLE 곡선
Fig. 10 ERLE curves of the proposed AEC

Ⅴ. 결  론

본 논문은 음향반향제거기에서 기하학  개념에 기

반한 신호분리기술을 사용하여 혼합된 신호로부터 반

향신호와 근단화자신호를 분리하고, 분리된 근단화자

신호를 이용하여 동시통화 구간에는 반향제거기의 계

수 갱신을 일시 지함으로써 동시통화상태에서도 반

향제거기가 정상 으로 동작하는 방법에 한 것이다. 

폐쇄된 반향환경에서 암묵신호분리의 혼합모델은 다

채 이지만 근단화자신호는 단일채 로 볼 수 있기 

때문에 BSS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두 입력신호 성분

을 분리할 수 있다. 모의실험 결과, 제안된 알고리즘

은 암묵신호분리과정을 통해 근단화자신호와 반향신

호를 분리하고, 동시통화 시에도 발산하지 않고 안정

으로 동작함을 보 다. 향후 실제 반향경로에서도 

동일한 성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후속연구를 수행할 

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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