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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행렬의 가중 내적 제한조건을 이용한 

FDICA 알고리즘의 수렴속도 향상

Improvement of convergence speed in FDICA algorithm with weighted inner product

constraint of unmixing matrix 

전 성 일1)․배 건 성2)

Quan, Xingri ․Bae, Keunsung

ABSTRACT

For blind source separation of convolutive mixtures, FDICA(Frequency Domain Independent Component Analysis) 
algorithms are generally used. Since FDICA algorithm such as Sawada FDICA, IVA(Independent Vector Analysis) works on 
the frequency bin basis with a natural gradient descent method, it takes much time to converge. In this paper, we propose a 
new method to improve convergence speed in FDICA algorithm. The proposed method reduces the number of iteration 
drastically in the process of natural gradient descent method by applying a weighted inner product constraint of unmixing 
matrix. Experimental results have shown that the proposed method achieved large improvement of convergence speed without 
degrading the separation performance of the baseline algorith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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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음원과 전달 채널에 대한 사전정보 없이 여러 음원이 혼합

된 신호에서 원래의 음원을 추출하는 기법, 즉, 암묵적 신호분

리(BSS: Blind Source Separation)에 대한 연구는 오디오 및 음

성 신호처리 분야에서 활발히 연구되고 있다. ICA(Independent 

Component Analysis)는 BSS의 한 가지 접근방식으로서, 음원이 

확률 통계적으로 서로 독립이라는 가정 하에 확률모델을 이용

하여 혼합된 신호로부터 음원을 분리한다. 1994년 Comon이 상

호정보량(mutual information)을 최소화 하는 방법으로 암묵적 

신호분리가 가능함을 보이면서[1] ICA 알고리즘에 대한 대폭

적인 연구가 시작되었다[2,3]. 2000년대 초반까지는 혼합신호가 

원 음원의 선형 조합 형태로 모델링되는 순시혼합모델

(instantaneous mixing model)을 이용한 기본 ICA 알고리즘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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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립되면서[4-6], 이를 전달 채널이 컨볼루션 형태로 주어지는 

혼합모델(convolutive mixing model)에 적용하기 위한 주파수영

역 ICA(FDICA: Frequency Domain ICA)에 관한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7-9]. 

시간영역에서의 컨볼루션 형태는 주파수영역에서 곱의 형태

로 주어지므로 FDICA에서는 각 주파수 빈(frequency bin)에 대

해 순시혼합모델이 되며, 각각의 주파수 빈 별로 순시혼합모델

의 ICA 알고리즘을 수행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ICA의 고유

문제인 스케일 모호성(scale ambiguity)과 치환 모호성

(permutation ambiguity) 문제가 발생하는데, 분리된 신호의 이

득이 달라지는 스케일 모호성 문제는 최소왜곡정리(minimal 

distortion principle)[10]로 일정하게 보상 가능하다. 그러나 분

리된 신호의 순서가 바뀌는 치환 모호성은 FDICA에서 분리된 

음원의 주파수 빈이 다른 음원의 주파수 빈과 뒤섞인 형태로 

나타나므로 시간영역에서 바르게 분리된 신호를 얻기 위해서

는 주파수 빈 뒤섞임 문제의 해결이 필수 조건이며, 이에 대해

서는 여전히 많은 연구가 수행되고 있다[17,8,9,11,12].  

주파수 영역 ICA를 구현하기 위하여서는 STFT(Short Time 

Fourier Transform)를 하여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잔향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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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FDICA 혼합 및 분리 모델

Figure 1.  FDICA mixing and separation model

환경에서는 프레임 길이를 크게 해주어야하기에 계산량이 많

아지게 된다. 또한 일반화된 공분산행렬을 구하여야 하는데 이

때 일정한 프레임 수를 확보하여야 하므로 계산량이 증가하게 

되면서 FDICA 알고리즘이 각 주파수 빈 별로 많은 차수의 

iteration이 소요되므로 수렴속도가 느려진다. [14]에서는 수렴

속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FDICA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natural gradient descent 알고리즘 대신에 수렴속도가 빠르다고 

알려져 있는 Newton method로 접근하였지만 여전히 100차 정

도의 iteration을 수행하여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Sawada FDICA와 IVA 같은 FDICA 알고리즘

의 분석을 통해 이 기법들의 분리행렬을 구하는 주요 과정이 

아다마르 곱(Hadamard product) 형식으로 표현됨을 보이고, 아

다마르 곱 형식으로 표현된 FDICA 알고리즘의 iteration 과정

에서 분리행렬에 가중 내적 제한조건을 추가하고 해를 구하는 

방법을 제안함으로써 분리 성능의 저하없이 FDICA 알고리즘 

수렴 과정에서의 iteration 차수를 줄이고 수렴속도를 현저하게 

개선할 수 있음을 보였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 먼저 FDICA 혼합 

모델 및 Sawada FDICA와 IVA 알고리즘을 소개하고, 3장에서 

이 두 가지 FDICA 알고리즘이 모두 아다마르 곱 형식으로 표

현됨을 보이며, 제안한 분리행렬에 가중내적 제한조건을 추가

하고 해를 구하는 FDICA 알고리즘에 대해 설명한다. 4장에서

는 제안한 방법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한 실험 및 결과에 대

해 설명하고, 5장에서 결론을 맺는다.

2. FDICA 혼합모델 및 분리 알고리즘 

2.1 FDICA 혼합 모델

FDICA 혼합 및 분리 모델은 <그림 1>과 같이 표현할 수 있

는데, 여기서       ⋯는 각각 

시간영역에서의 독립 음원, 마이크로폰 혼합 신호 및 분리된 

신호이며,  는 번 음원으로부터 번 마이크로폰까지의 

임펄스 응답, 는 FDICA 알고리즘의 분리행렬 인자로 

번 혼합신호로부터 번 분리 신호까지의 분리 필터이다.

 ICA는   에 대해 모르는 상황에서, 혼합 신호 

만 이용하여 분리 필터 를 추정하여 분리 신호 

를 얻는 것이다. <그림 1>의 혼합모델을 수식으로 표현

하면 식 (1)과 같이 주어지고, 주파수 영역으로 변환하면 식 

(2)와 같이 되며, 간단하게 행렬 형태로 정리하면 식 (3)과 같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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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3)에서   ,  ,  는 각각 음원, 혼합 신호 

및 분리 신호의 STFT이고, 는 프레임 번호, 는 주파수 빈을 

나타내며,     ⋯ 
  이다.

  는 각 주파수 빈에서의 혼합행렬과 분리행렬을 

의미하며, 음원 수와 혼합신호의 수가 모두 이라고 가정하면 

× 행렬이 되는데    행렬의 번째 원소는 

로 표현된다.

2.2 Sawada FDICA 알고리즘

논문 [7]에서 Sawada는 복소수 영역에서의 tanh 함수를 

극좌표계 형태로 사용하면 음원 분리 성능이 향상됨을 보였다. 

Sawada FDICA 알고리즘의 업데이트 수식은 식 (4)와 같다.

∆      (4-1)

←∆  (4-2)

     (4-3)

식 (4)에서  는 단위행렬, ∙는 에 관한 기대치, 는 학습

률(learning rate), 활성화 함수(activation function) 는 식 (5)와 

같이 정의된다.

  tanh    exp (5)

여기서 는 shape 파라미터, ∙ 는 복소수 magnitude 연산, 

∙는 복소수 argument 연산이며,  이다. 는 

벡터 함수인데 아래 모든 벡터 함수는 각 원소별 비선형 함수

를 적용한 벡터 함수로 표기한다. 즉,  ⋯ 
  

  ⋯ 
 이다. Sawada FDICA의 활성화 함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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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에 tanh 함수를 사용하고, 위상은 

와 같다.     를 일반화된 

공분산 행렬이라고 명명하면, FDICA는 이 행렬이 단위행렬에 

가까워지도록 식 (4)의 과정을 반복하게 된다. Sawada FDICA

는 각각의 주파수 빈에 대해 순시혼합모델 ICA를 수행함으로

써 컨볼루션으로 혼합된 신호를 분리할 수 있으며, ICA의 치

환 모호성 문제는 채널 특성과 신호 특성에 관한 정보를 추가

하는 방식으로 접근하였다[11,12].

2.3 IVA 알고리즘

Sawada FDICA 알고리즘은 각각의 주파수 빈에 대해 단독

으로 처리하기에 치환 모호성 문제가 심각하며 후처리 과정이 

필요한 반면, IVA 알고리즘은 전체 주파수 빈을 하나의 벡터

로 간주하고 벡터의 확률 분포를 모델링 하는 방법으로 주파

수 빈 사이의 상관성을 고려한다. 

번째 채널의 STFT 에서 전체 주파수 빈을 하나의 

랜덤 벡터로 보면 (관측 샘플은 프레임 수만큼 있음), 랜덤 변

수    ⋯ ⋯
의 확률 분포   를 식 

(6)과 같이 평균이 0이고 공분산이 단위행렬인 형태로 모델링 

한다[8].

 
   exp
 
    exp 

  (6)

IVA 알고리즘의 비용함수는 식 (7)과 같으며,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활성화 함수는   


 
 로 정의되

므로[15], IVA의 활성화 함수는 식 (8)과 같다.

  logdet  




log 
  (7)

  
  





(8)

식 (8)에서 분모는 전체 주파수 빈 파워의 합으로 사용됨으로

써 IVA에서는 주파수 빈 사이의 상관성이 고려되게 된다. IVA 

분리 알고리즘은 활성화 함수에 대한 정의만 다를 뿐 분리행

렬 업데이트는 식 (4)의 Sawada FDICA와 똑같다. 식 (8)에서 

보면 IVA의 활성화 함수 는, magnitude는 

  
 이고, 위상은 와 같다.

3. FDICA 알고리즘의 아다마르 곱 형식 및

분리행렬의 가중 내적 제한조건 적용

3.1 FDICA 알고리즘의 아다마르 곱 형식

Sawada FDICA에서 사용하는 활성화 함수 식 (5)를 일반화

된 공분산 행렬에 대입하면 식 (9)가 얻어진다.

     

 tanh   exp 

 
tanh  

∘  (9)

여기서 ∘은 아다마르 곱 연산자이다. IVA 알고리즘의 활성화 

함수 식 (8)을 일반화된 공분산 행렬에 대입하면 식 (10)과 같

다.

   




 


∘  (10)

식 (9)와 (10)은 모두 아다마르 곱 형식 이므로 식 (11)과 같은 

형식으로 일반화 할 수 있다. 

    ∘  (11)

식 (11)에서     ⋯ 
는  에 관

련된 비선형 이득 벡터 함수로 볼 수 있으며, Sawada 

FDICA[7], IVA[8], 서브밴드 IVA[13] 등 다양한 FDICA 알고리

즘들을 모두 이와 같은 아다마르 곱 형식으로 변환 시킬 수 있

다.

    를 식 (11)에 대입하면 식 (12), 

(13)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부록 1).

    
 (12)

    
 (13)

는  행렬의 번째 원소이고, 는 분리 행

렬 의 번째 행벡터이다. 여기서  는 Hermitian 

positive-semidefinite 행렬이다(부록 1). 혼합신호 입력과 분리된 

출력 신호가 각각 2개인 × 경우 식 (12), (13)은 아래와 같

이 주어진다, 

     (14)

     (15)

  



   

    


   
    






 (16)

3.2 가중 내적 제한조건을 이용한 FDICA
FDICA는 일반화된 공분산 행렬  가 단위행렬이 될 때

까지 식 (4)를 반복하여 수행한다.    는 분리 행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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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째 행  와 번째 행   ≠의 가중 내적이 영

이 됨을 의미한다. 본 논문에서는 × 경우에    로 

되는 분리 행렬의 각 행  를 명시적으로 찾을 수 있음을 

보였다(부록 2). 본 논문에서는 이 명시적인 해를 이용하여 가

중 내적 제한조건을 추가하는 FDICA 알고리즘을 제안하였다. 

제안한 FDICA 알고리즘의 의사코드는 <그림 2>와 같다. 먼저 

를 초기화한 다음, Sawada FDICA는 식 (9), IVA는 식 

(10)과 같이 를 이용하여 를 계산한다. 그런 다

음, 식 (12)와 같이 모든 에 대하여  를 계산하고, 

   로 되는 분리 행렬의 각 행  를 명시적으로 구

한다. 마지막으로     로 분리 신호를 업

데이트 하고 다음 iteration 과정으로 들어간다.

초기화,   

for iteration = 1 : max_iteration

    for    

        를 이용하여 계산, ∀

            
 ∀

         →   ∀

            

    end

    수렴 조건 판단

end

그림 2. 가중 내적 제한조건을 이용하는 아다마르 곱 형식의 

FDICA 알고리즘 의사코드

Figure 2. Pseudo-code of Hadamard product form FDICA 
algorithm with weighted inner product constraint

4. 실험 및 검토

FDICA 음원분리 과정에서 제안한 알고리즘의 수렴속도 개

선 성능을 분석하기 위하여 image method toolbox[16]로 룸 임

펄스 응답을 생성하고 음성신호와 컨볼루션 하여 마이크로폰 

혼합신호를 생성하였다. 룸 환경은 <그림 3>과 같고, 룸 크기

는 ×× , 마이크로폰은   간격을 두고 두 개 

설치하며[8], 잔향 파라미터는  초로 설정하였다. <그

림 4>는 생성한 룸 임펄스 응답 예를 보여준다. 

그림 3. 실험 환경 설정

Figure 3. Experimental environment set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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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룸 임펄스 응답 예

Figure 4. An example of room impulse response

음원은 인터넷[17]에서 내려 받은 남자 화자 3명과 여자 화

자 3명의 영어 문장을 3초 길이로 잘라서 둘 씩 조합하여 사용

하였으며, 샘플링주파수는 이다. 음원의 위치는 멀리 떨

어져 있는 경우, 가까이 있는 경우, 동일 방위각에 있는 경우를 

고려하여 AH, BG, EG, HJ, CD, EF, HI 일곱 가지로 조합하여 

실험하였고[8], 혼합신호는 f1+f2, m1+m2, f3+m3의 세 가지 조

합으로 총 21가지 경우에 대해 실험하였다. 표 1에 음원 및 위

치의 조합, 즉, setting의 번호를 나타내었다. 

STFT는 프레임 사이즈 2048 샘플, 75% 오버랩 시키며, 해

밍 윈도우를 사용하고 2048 포인트 FFT를 수행하며 minimal 

distortion principle[10]을 적용한다. 수렴 여부는 IVA 알고리즘

에서와 똑같이 식 (7)을 사용하며, 값의 변화율이  이하가 

되면 iteration 과정을 마치도록 하였다. Sawada  FDICA는 주파

수 빈 뒤섞임 정정을 위한 후처리 과정이 필요한데 전력비를 

이용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18].

본 연구에서 제안한 방법을 적용하여 수렴속도 성능 향상을 

얻더라도 음원 분리 성능이 저하하지 않음을 보이기 위해 식 

(17)과 같이 정의되는 SIR(Signal to Interference Ratio)[12]을 사

용하였다. 

   log



≠

  





    


(17)

식 (17)에서     , 는 의 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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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

음원
AH BG EG HJ CD EF HI

f1+f2 1 4 7 10 13 16 19

m1+m2 2 5 8 11 14 17 20

f3+m3 3 6 9 12 15 18 21

표 1. 음원 및 위치 조합을 나타내는 실험 setting 번호

Table 1. Experimental setting number representing mixed sound 
sources and their positions 

행 번째 열이며, 는 의 IFFT이다.

             

이므로 분리 신호의 순서와 음원의 순서가 같다고 가정하면,

  
≠

 (18)

로 표현되어 는 원하는 신호, 
≠

는 

간섭 신호가 된다. 위 분석으로부터 식 (17)은 원하는 신호의 

에너지 대 간섭 신호 에너지의 비를 뜻함을 알 수 있다. 

4.1 학습률 파라미터 선택

Sawada FDICA와 IVA 모두 natural gradient descent 알고리

즘을 사용하는데, 학습률 가 크면 발산할 수 있고, 작으면 수

렴속도가 느려지게 된다. 따라서 실험적 방법으로 적절한 학습

률 파라미터를 선택할 필요가 있다.

IVA 알고리즘에서     에 대해 실험해보면 SIR

은 <그림 5(a)>와 같이 학습률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는다. 

  부터 발산하는 현상이 발생했는데, 수렴속도는 <그림 

5(b)>에 에 따른 수렴곡선 변화(100차 까지만 보여줌)를 보인 

것처럼 예상대로   일 때 가장 빠르게 나타난다. 학습률

이 크면 불안정한 경우가 나타날 수 있으므로, 좀 더 안정적으

로 동작할 것을 고려하여   를 선택하였다.

Sawada FDICA의 분리 성능은 <그림 6>에 보여주는 바와 

같다. 실험에 사용한 데이터에서 학습률   일 때 발산하

는 현상이 발생하였으므로   로 선택한다. IVA는 SIR이 

약 7dB 정도 되는데 반하여, Sawada FDICA는 1~3번(음원 위

치 AH)과 5번(음원 위치 BG) 실험에서 비교적 높은 분리 성능

을 보이고 기타 실험환경에서는 음원 분리가 잘 안됨을 볼 수 

있다. 이 결과는 IVA 논문 [8]에서 관찰한 바와 비슷한데, 음원

의 위치가 가까이 있는 경우 룸 임펄스 응답이 매우 비슷하고, 

이때 Sawada FDICA 알고리즘에서는 본 논문에서 사용한 후처

리 과정[18]이 잔향환경에서 성능이 좋지 않아 음원 분리성능

이 저하한 것으로 생각된다.  

4.2 분리 성능 및 수렴속도 분석

제안한 가중 내적 제한 조건을 이용한 Fast IVA와 기존의 

IVA 알고리즘의 분리 성능 및 수렴속도를 <그림 7>에 보여주

고 있다(50차 반복까지만 나타내었음). SIR 분리 성능은 기존

의 방법과 거의 비슷하고 수렴속도는 가중 내적 제한조건을 

이용하는 방법이 기존 알고리즘보다 훨씬 더 빠름을 볼 수 있

다. <표 2>에서 21개 실험 환경에 대한 반복 차수와 수렴 소요 

시간을 보여주는데, 기존의 IVA는 평균 240차 정도의 반복 차

수가 필요하고 평균 16초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는데 반해, 제

안한 가중 내적 제한조건을 이용하는 IVA는 평균 15차 반복 

차수에 3초 정도의 알고리즘 수렴 시간이 소요되었음을 볼 수 

있다. 이때 실험에 사용한 PC는 CPU가 Intel Core i7-2.93GHz 

이며, MATLAB을 이용하였다. 

제안한 가중 내적 제한 조건을 이용한 Fast Sawada FDICA

와 기존의 Sawada FDICA 알고리즘의 분리 성능 및 수렴속도

를 <그림 8>에 나타내었다(200차 반복까지만 나타내었음). SIR 

분리 성능은 대체적으로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고, 수렴속도

는 가중 내적 제한조건을 이용하는 방법이 기존 알고리즘보다 

현저하게 빨리 수렴함을 볼 수 있다. <표 3>에서 21개 실험 환

경에 대한 반복 차수와 수렴 소요 시간을 보여주는데, 제안한 

가중 내적 제한조건을 이용함으로써 평균 245차 반복차수를 

평균 41차로 낮출 수 있으며, 알고리즘 실행 시간도 33초에서 

10초 이내로 줄일 수 있음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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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학습률에 따른 IVA 알고리즘 분리 성능

        (a) SIR, (b) 수렴 곡선 예 (Setting 1)
Figure 5. IVA algorithm performance depending on the learning  

rate (a) SIR, (b) an example of convergence cur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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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Sawada FDICA 알고리즘 분리 성능

Figure 6. SIR of Sawada FDI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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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가중 내적 제한조건을 이용한 IVA와 기존의 IVA 

알고리즘의 분리 성능 및 수렴속도 비교          

(a) SIR, (b) 수렴속도

Figure 7. Performance comparison of SIR and convergence     
speed between IVA with weighted inner product constraint and 

original IVA algorithm (a) SIR, (b) convergence speed 

<표 4>에 가중 내적 제한조건을 이용하는 FDICA와 기존 

FDICA 알고리즘의 21차례 실험에 대한 평균 SIR, 평균 반복 

차수와 평균 소요시간을 정리하였다. 제안한 방법은 기존의 알

고리즘에 비해 평균 SIR이 비슷하면서, 매 차 반복에서 계산량

이 조금 증가하지만 반복 차수가 현저히 줄어들어 수렴에 소

요되는 전체 시간이 현저하게 짧음을 볼 수 있다. 

4. 결론

컨볼루션 형태의 혼합 신호를 암묵적으로 분리하기 위하여 

다양한 형태의 FDICA 기법들이 제안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알고리즘의 수렴에 필요한 iteration 차수가 많으며, 따라서 수

렴 소요 시간이 긴 문제점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FDICA 알고

리즘을 아다마르 곱 형식으로 표현하고, × 경우의 분리행

렬에 가중 내적 제한조건을 적용하고 명시적인 해를 구하는 

방법을 제안하였고, 실험을 통해 제안한 방법은 FDICA 알고리

즘의 신호분리 성능은 저하시키지 않으면서 iteration 차수를 현

저히 줄임으로써 수렴속도를 개선할 수 있음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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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가중 내적 제한조건을 이용한 Sawada FDICA와      

기존의 Sawada FDICA 알고리즘의 분리 성능 및             

수렴속도 비교 (a) SIR, (b) 수렴속도

Figure 8. Performance comparison of SIR and convergence speed 
between Sawada FDICA with weighted inner product constraint 

and original Sawada FDICA 
(a) SIR, (b) convergence spe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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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
번호 IVA 가중 내적 제한조건을 

이용한 IVA
반복 
차수

수렴 
시간(초)

반복 
차수

수렴 
시간(초)

1 238 15.9 14 2.6
2 250 16.4 14 3.0
3 230 15.4 14 3.1
4 164 11.1 14 3.0
5 168 11.0 14 3.1
6 326 22.4 14 2.9
7 436 28.5 15 3.2
8 258 16.8 14 3.0
9 193 16.5 14 2.9
10 212 14.2 15 3.2
11 238 15.3 14 3.0
12 460 30.7 14 2.9
13 273 18.0 26 5.4
14 185 12.1 15 3.2
15 161 10.9 14 2.9
16 164 10.9 15 3.1
17 237 15.9 14 2.9
18 199 13.3 14 2.9
19 185 12.3 14 3.0
20 211 14.2 14 2.9
21 232 15.5 14 3.0
평균 239.05 16.06 14.76 3.10

표 2. 수렴속도 비교 : IVA
Table 2. Comparison of convergence speed : IVA

실험
번호 Sawada FDICA 가중 내적 제한조건을 

이용한 Sawada FDICA
반복 
차수

수렴 
시간(초)

반복 
차수

수렴 
시간(초)

1 223 38.2 29 7.6
2 191 28.6 27 6.3
3 256 37.6 42 10.7
4 203 30.7 32 6.7
5 200 30.4 30 9.0
6 219 32.2 30 7.2
7 247 35.7 48 9.7
8 248 35.0 47 11.5
9 274 38.7 47 11.7
10 236 34.7 41 8.3
11 234 33.7 45 9.0
12 252 35.5 36 7.3
13 268 31.3 44 8.9
14 286 33.7 37 7.5
15 321 37.8 50 10.1
16 250 29.4 45 9.0
17 216 25.4 42 8.4
18 287 33.9 51 10.2
19 259 30.5 45 9.1
20 229 27.8 38 7.6
21 256 33.9 54 10.7
평균 245.48 33.07 40.95 8.89

 표 3. 수렴속도 비교 : Sawada FDICA
Table3. Comparison of convergence speed : Sawada FDICA

IVA
제안한 
기법을 
적용한

IVA

Sawada
FDICA

제안한 
기법을 
적용한
Sawada 
FDICA

평균 SIR
(dB) 7.09 6.98 5.15 5.87

평균 
반복차수 239 15 245 41

평균 수렴
시간 (초) 16.06 3.10 33.07 8.89

표 4. 기존 알고리즘과 제안한 방법의 성능 분석

Table 4. Comparison of performance between original and 
proposed FDICA algorithms

이 논문은 방위사업청과 국방과학연구소의 지원으로 
수행되었습니다.(계약번호:UD130007D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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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식 (11)에서 일반화된 공분산 행렬은 아다마르 곱 형식으로 

표현됨을 보였다. 아래,     를 식 (11)에 

대입해 식 (12), (13)을 유도하도록 한다.

    ∘ 

여기서,     ⋯ 
,

    ⋯ 
,

     


      이며, 

여기서,  는 분리 행렬 의 번째 행벡터,

    ⋯ 


       
 



     
 

  이다.

     라고 정의하면,

     
로 표현된다. 

관찰:  는 Hermitian Positive-semidefinite 행렬이다.

증명:  행렬은 Hermitian positive-semidefinite, 

  이라 하면, 식 (9)의 Sawada FDICA와 식 (10)의 

IVA에서   계산 시 모두 magnitude만 사용하므로 

는 실수이고, 따라서   도 

Hermitian positive-semidefinite로 된다. Hermitian 행렬의 합은 

여전히 Hermitian행렬이고, positive-definite 행렬에 정수 가중치

를 추가한 행렬의 합도 여전히 positive-definite 행렬로 되므로, 

 는 Hermitian positive-semidefinite 행렬이 된다. 

 ≠∀이면  는 full rank이며 positive definite

로 된다.

부록 2

부록 2에서는 ×경우를 예로    를 만족시키는 분

리행렬의 각 행  를 명시적으로 구할 수 있음을 보인다. 

statement:    는 Hermitian positive-definite(invertible) 

× 정방행렬이고,   는 × 행벡터이다.




   

   


   
   






  

를 만족시키는   를 찾는 문제가 된다.

   는 Hermitian positive-definite 행렬이므로, 고유치 분

해를 하면,      
,    

    
  로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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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된다. 행벡터      
이라 하면, 




   

   


   
    






  가 되며,

여기서   
 

   
,  ,   행렬도 

Hermitian positive-definite로 된다.  은 단위 벡터이고,  는 

 에 직교임과 동시에,  과 -orthogonal 하므로   행렬의 

고유벡터 방향으로 선정할 수 있다. 행렬에 대해 고유치 분

해를 하면,  
 ,  

 
  이 

되는데,   
 ,   


 로 취하면 위 관계식을 모

두 만족 시킬 수 있다. 여기서  는 의 두 고유벡

터(열벡터)이고, 는 에 대응되는 고유치이다. 고유벡

터에 임의의 스칼라를 곱하여도 여전히 고유벡터가 되므로, 복

소수 행벡터     에 임의의 exp을 곱하여도 위 관계는 

여전히 성립된다.

  를 찾는 과정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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