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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 는 muti-channel lattice 예측기 를 사용 

하여 AP(affine projection) 알고리듬을 근사적으로 

구현하는 알고리즘을 제안한다. Lattice 예즉기 의 예 

측 오차를 사용하여 TDL 필터 계수를 적응적으로 

조정함으로써 AP 알고리듬을 근사화한다. 또한 전 

처리 단으로 사용된 lattice 예측기를 TDL 필터와 결 

합함으로써 기존의 방법보다 계산량을 더욱 줄일 

수 있는 알고리듬을 제안한다. 제안된 알고리즘은 

기존의 알고리즘보다 적은 계산량을 필요로 하지만 

AP 알고리즘을 보다 근사적으로 구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1.서론

최근 들어 LMS(Least Mean Square)와 LS(Least 

Square) 의 중간 성능을 가지는 AP(affine 
projection) 알고리즘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다. 

AP 알고리즘은 LS보다 적은 계산량으로 LMS보다 

우수한 수렴성능을 나타내지만 역행렬 연산을 필요 

로 하기 때문에 여전히 많은 계산량을 필요로 한다 

[1]. 이를 보안하기 위한 방법으로 Gram-Schmidt 

(GS) 예측기를 전처리단으로 사용함으로써 NLMS 
와 비슷한 계산량으로 AP 알고리즘을 근사적으로 

구현하는 알고리즘이 개발 되었다[2]. 그러나 기존 

의 GS 예측기를 이용한 알고리즘을 스테레오 환경 

에서 사용하였을 때, 독립적인 두개의 GS 구조와 

TDL 구조를 사용함으로 두 채널간의 완전한 직교 

화를 구조적으로 이룰 수 없다는 단점이 발생하게 

된다. 본 논문에서는 multi-channel lattice 예측기를 

사용하여 전처 리 단을 구성함으로써, AP 알고리듬 

을 근사적으로 구현하는 알고리즘을 제안한다. 또 

한 전처리 단으로 사용된 lattice 예측기를 TDL 필터 

와 결합함으로써 기존의 방법보다 계산량을 더욱 

줄였다. 제안된 알고리즘은 기존의 알고리즘보다 

적은 계산량을 필요로 하지만 AP 알고리즘을 보다 

근사적으로 구현할 수 있다는 장점 이 있다.

2. 스테레오 음향 반향 제거기

스테레오 음향 반향 제거기는〈그림 1＞과 같 

이 단일 채널 음향 반향 제거기를 두 채널로 확 

장한 구조를 띄고 있다. 전송실로부터 하나의 마 

이크로폰으로 입력되는 원단화자의 음성신호는 

반향경로 G],G2 를 거쳐 각 마이크로 입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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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s(n)은 전송실의 원단화자 음성 신호이 

고 G), G2 은 전송실의 반향 경로를 나타낸다. 

수신실의 두 스피커로 전해진 는 두개의

〈그림 1> 스테레오 음향 반향 제거기 구조.

스피커와 하나의 마이크로폰 사이의 반향 경로 

局, 互 와 컨벌루션 되어 마이크로폰으로 재입력 

되어 반향신호 y(n) 을 형성하게 된다. 반향 신 

호 !/(")을 예즉하기 위해서는 h、, & 을 예즉하는 

居 (n), 破 n) 이 필요하게 되고, 이렇게 얻어진 

3/(”)을 실제 반향 신호 g(n) 에서 빼줌으로써 

음향 반향을 제거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스테레오 음향 반향 제거기는 한 

채널 반향 신호를 제거하기 위해서 두개의 적응 

필터를 사용하여 수신실의 반향 경로를 모델링 

하게 된다. 그런데 적응 필터의 입력으로 사용되 

는 두 입력 신호는 동일한 원단 화자의 음원에 

서 발생된 신호이기 때문에 두 신호 간에 매우 

강한 상관관계를 가지게 된다. 이러한 상관관계 

는 단 채널 음향 반향 제거기에서는 발생하지 

않던 문제점들을 스테레오 반향 제거기에 발생 

시키게 되는 원인이 된다. 따라서 적절한 전처리 

단을 사용하여 두 입력 신호간의 상관관계를 제 

거 해 주어야 한다[3,4].

3. Affine projection의 근사적 구현

Affine projection 알고리 즘은 a posteriori 오차를 제 

거하는 통계적 gradient 형태의 알고리즘으로 나타 

낸다. 적응 필터의 길이를 Z, projection 차수를 P 라 

고 할 때, F 차의 a priori 오차 벡터 e(n) 과 P차의 a 

posteriori 오차벡터 e(n) 은 각각 다음과 같이 표현 

된다.

e(n) = y(n) - Xg(n)hc(n) (1)

e(n) = j/(n) - X^(n)hc(n+ 1) (2)

Xc (n) = [xc(n)xc(n—l)...xc (n— P)] (3)

Xc(n) — [xi (n) Xi (n— 1) ... x} (n— L + 1 )]T

X2 (n)i2 (n —1 )...X2 (n — L+ 1 )]T

3/(n) = [»/(«)!/(«-1 )•■■ J/(n--P+1 )]T (4) 

위식에서 代如)은 시간 n에서 얻어진 적응 필터의 

계수 벡터를 나타낸다. AP 알고리즘은 F개의 오차 

벡터 e(n)을 영으로 만드는 계수벡터를 찾아가는 

알고리즘이므로 e(n) 을 0으로 놓으면 다음과 같은 

계수 조정식을 얻을 수 있다.

hc(n+ 1)= hc{n) + Xc(n) [ Xc(n)TXc(n) ]-1 e(n)

(5) 
입력신호 Xc(n)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관계식을 

만족시키는 ULF행렬 T 가 존재한다고 가정흐!■자.

Zc(n) = Xc(n)T (6)

Zc {n)Zc(n) = diag[plz (n)p^ (n)] (7)

위 식에서 团(n)은 %S)을 구성하는 1번째 벡 

터의 파워값이다. 변환행렬 T 는 ULT 행렬이고 

determinant 가 1 이므로 항상 역행렬이 존재하 

며, 따라서 다음과 같은 관계식을 얻을 수 있다 

[2]-
Xc(e) [Xc(n)TXc(n)]~ 1 e (n)

=Zc(n)[Zc(n)TZc(n)]-1TTe(n)(分

_ zje)
zf (n)zi(n)

따라서 AP 계수갱신을 위하여 역행렬을 계산하 

는 대신 ULT 행렬 T 에 의해 변환된 최종오차 

벡터 zjn) 을 이용함으로서 벡터 연산만으로 계 

수 갱신이 가능해진다. 변환 행렬 T 는 GS 직교 

화 과정을 통하여 쉽게 얻을 수 있다. 이때 T는 

입력 신호 벡터들 간의 GS 직교화 계수를 의미 

하게 된다[2].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P 차 AP 알고리 

즘에서 계수 갱신에 필요한 벡터를 구하는 과정 

은 입력 신호 벡터를 주 입력 신호 벡터로 하고 

과거 P-1 개의 입력 신호 벡터들을 참조신호 

로 하여 블록 단위의 GS 직교화와 동일해진다. 

그러나 이러한 알고리즘도 여전히 많은 계산량 

을 요구하고 있어 다 채널 환경에 적합한 알고 

리즘으로 사용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른다. 그러나 

LMS 알고리즘이나 RLS 알고리즘 등과 같은 적 

응 알고리즘을 사용한다면 GS 직교 필터 계수를 

재귀적 (recursive) 구현 할 수 있다. 다음 장에서 

는 재귀적인 LS lattice 알고리즘을 이용한 스테 

레오 환경에서 기존의 방법 보다 적은 계산량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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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AP 알고리즘을 근사적으로 구현 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제안한다.

4. MCLTJ 필터

AP 알고리즘을 윗 절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벡터단위의 GS 구조를 이용하여 구현하는 경우 

최종 오차벡터를 구하기 위하여 P-1 단계를 

거쳐서 매 단계마다 오차벡터들을 계산해야 한 

다. 따라서 최종 오차벡터를 구하지 않더라도 

projection 차수 P 가 증가함에 따라 계산량이 

LP2 에 비례하여 증가하게 된다. 또한, 다 채널 

환경에 적용 했을 경우, 각 채널마다 독립적인 

GS 직교화 과정이 필요하게 되어 채널의 수에 

비례하여 계산량이 증가하게 된다. 결국 GS 직 

교화를 이용하면 AP 알고리즘을 정확하게 구현 

할 수는 있으나 많은 계산량을 요구하므로 실제 

구현에는 어려움이 따른다.

본 연구에서는 lattice 예측기를 전처리 단으로 

사용하는 알고리즘을 제안한다. Lattice 예측기는 

식(7)의 조건을 만족하는 전후방 예측 오차를 제 

공하기 때문에 기존의 GS 예측기와 동일한 결과 

를 예측할 수 있다. 이 방법이 기존 LMS보다 빠 

른 수렴성능을 보이기는 하지만, 예측기를 사용 

하여 계수를 조정하는 부분과 입력 신호를 필터 

링하는 부분이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기존의 

LMS 방법에 비해 더 많은 메모리를 필요로 하 

게 된다. 이러한 문제는 lattice 예측기와 입력 필 

터링을 위한 TDL 부분은 결합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결합된 LTJ(lattice transversal 

joint) 필터 구조는 단일 채널을 갖는 반향 제거 

기에 성공적으로 사용되었다[5]. 한편 LTJ 구조 

를 스테레오 반향 제거기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lattice 예측기를 multi-channel로 구성해야만 한다. 

본 논문에서는 multi-channel 로 구성된 LTJ 

(MCLTJ) 필터를 사용하여 스테레오 반향 제거기 

를 위한 AP알고리듬을 근사적으로 구현하는 방 

법을 제안한다. 기존 LTJ에 비해 이 방법이 갖는 

차이점은 제안된 구조는 궁극적으로 스테레오 

AP 알고리듬을 근사적으로 구현하다는 점이다. 

제안된 구조는 LS 알고리듬을 사용하여 빠른 수 

렴속도로 채널간 완전 직교화를 수행함으로써 

식 (7)의 조건을 근사적으로 만족시켜 AP 알고 

리듬과 유사한 성을 가질 수 있다. 또한 전처리 

단으로 사용된 lattice 예측기가 계수 적응 필터 

와 결합됨으로써 GS 예측기를 사용하는 기존의 

방법보다 적은 계산량을 필요로 한다.

〈그림 4> 제안된 MCLTJ filter 전체 구성도 

다음은 제안된 필터의 계수적응 방정식을 요약 

한 것이다.

5. 모의 실험과 결과 고찰

제안한 MCLTJ 필터의 수렴특성과 추적성능을 

컴퓨터 모의 실험을 통하여 알아보고, GS 예측 

기를 사용하여 AP알고리즘을 근사적으로 구현한 

기존의 방법과 성능 비교를 통하여 알고리즘을 

평가해 본다.

실험에 사용될 입력 신호는 평균 0, 분산 1인 

Gaussian 백색잡음을 실제 한국어 모음에서 추출 

한 10차의 LPC계수를 갖는 AR필터에 통과시켜 

얻어냈다. 반향경로는 약 4m 乂 3m 이 방에서 

측정한 실지 반향경로의 임펄스 응답을 256 탭 

으로 잘라서 사용하였으며, 적응 필터의 길이도 

반향경로와 동일한 길이를 가지도록 하였다. 입 

력신호에 반향경로를 컨벌루션 시켜서 음향반향 

신호를 만들었으며 약 40dB 의 배경 잡음을 반 

향신호에 더하여 주 입력신호로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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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는 각 알고리듬의 MSE를 비교한 것이 

고,〈그림 6＞은 misalignment를 비교한 것이다. 

결과로부터 알 수 •있듯이 MCLTJ를 이용하여 

AP 알고리즘을 구현 하였을 경우, GS 알고리즘 

과 동일한 성능을 가짐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6＞ 알고리즘간의 Misalignment 비교(P=4) 

반면, 제안한 방법은 기존의 방법에 비해 훨씬 

적은 계산량을 갖는데, 예를 들어 4차(P=4)일 경 

우, 기존의 방법은 직교화 과정에서 총 28 

(8x7/2 =28)개의 적응계수를 사용하는 반면, 

MCLTJ는 16개(4 X 4 = 16)의 계수만으로 예측 

과정을 수행하게 되며, 이러한 차이는 차수가 높 

아질수록 커지게 된다. 따라서 제안한 방법으로 

affine projection 알고리즘을 구현하는 경우, 성능 

은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계산량을 현저하게 줄 

일 수 있다는 점이 입증되었다.

7.결론

본 논문에서는 multi-channel lattice 예측기를 

이용하여 스테레오 affine projection 알고리즘을 

근사적으로 구현하는 알고리듬을 제안하였다. 제 

안된 알고리즘에서는 multi-channel lattice 예즉기 

를 TDL 필터와 결합함으로써 기존의 방법에 비 

해 적은 계산량을 사용하면서 동일한 성능을 얻 

을 수 있도록 하였다. 제안된 알고리듬을 스테레 

오 음향 반향 제거기에 적용하여 실험한 결과 

효율성을 입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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