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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 연구에서는 저주파 소음 저감을 위한 능동 소음 제어 시스

템을 개발하였다. 능동 소음 제어 시스템은 제어장치 및 제어 알

고리즘, 마이크와 스피커 등의 음향장치들로 구성되며 본 연구에

서는 DSP(Digital Signal Processor)를 이용하여, 다중 동시 입출

력이 가능한 제어장치를 제작하였다. 개발된 제어장치는 동시에 8

개의 입/출력이 가능했으며, SISO(Single Input Single Output) 제

어의 경우 최대 1000Hz, 2 by 2 MIMO(Multi Input Multi Output)

제어의 경우 최대 500Hz의 주파수까지 소음 저감이 가능했다. 제

어 알고리즘은 FxLMS와 AFANC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소음 제어

를 진행하였으며, 실험은 1차원 덕트 및 3차원 밀폐된 공간에서

진행되었다. 1차원 덕트내 소음 제어의 경우 SISO FxLMS 알고리

즘을 이용하여 진행되었으며, 약 20dB의 소음 저감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3차원 밀폐된 공간의 경우 SISO 및 MIMO에 대하여

소음 저감 실험을 진행하였고, 최대 13dB의 소음 저감을 확인하였

다.

주요어 : 능동 소음 제어, FxLMS, 저주파, 소음, AFANC, Active

Noise Control

학 번 : 2016-2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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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Introduction

제 1 절 연구배경

소음은 일반적으로 원하지 않는 소리로 정의할 수 있다. 소음은 사람

에 따라 다르게 인지하기 때문에 단순하게 소음을 구분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불쾌감(Annoyance)이 높다고 느끼는 소

음 공해와 같은 문제가 증가함에 따라 소음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

다. 소음공해는 산업발달에 따라 발생된 소음들로 운송소음, 기계소음 등

이 있다. 소음이 우리의 삶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연구는 소음에 대한 연

구가 시작된 이후부터 속속들이 생기고 있다. 소음공해에 의한 피해는

먼저 귀 자체에 영향을 주는 피해와 정신적인 피해로 구분할 수 있다.

소음이 귀 자체에 끼치는 피해는 강한 소음 혹은 특정한 패턴에 오랫동

안 노출됨으로써 귀의 신경 전달체가 영구적인 변형을 일으켜 발생하고,

이로 인해 청력 한계가 나빠지는 등 청력 손실을 불러온다. 정신적인 피

해의 경우로는 소음으로 인한 집중력 저하, 긴장, 초조, 수면 장애 등의

증상에 대한 피해가 널리 알려져 있다[1][2].

저주파 소음은 일반적으로 사람의 청각 반응 특성상 감쇄가 많이 되

는 음역대의 소음으로 최근까지 비교적 관심을 받지 못하였던 음역대의

소음이다. 하지만 기계장치가 대형화되고 버스, 철도차량, 풍력 발전기

등 저주파를 방생시키는 구조물들이 생활권 근처에 등장하며 생활권 내

의 저주파 소음이 증가됨에 따라 저주파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이에

따라 국내에선 2004년부터 저주파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가 시작되었으

며, 국외에서는 1900년대 중반부터 연구가 시작되어 현재 각국에서 저주

파 소음 저감 방법에 관한 연구가 진행 중에 있다[4].

저주파 소음에 대한 정의는 국가마다 다르지만 통상적으로 20Hz에서

200Hz 혹은 최대 250Hz까지의 주파수 범위를 가지는 소음을 저주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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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한다. 저주파에 사람이 노출될 경우 심박수의 변화 또는 뇌파 변화

등의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저주파를 감쇠시킬 필요가 있다[3][4].

하지만 저주파는 상대적으로 긴 파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방

음벽을 관통하여 소음 전파가 가능하다는 특성을 가진다. 따라서 일반적

인 방음벽을 이용한 소음제어는 매우 어렵다는 특징을 갖는다. 이에 수

동적 소음 저감 방법을 이용하여 저주파 소음을 저감하기 위해서는 지배

적인 영향을 미치는 음향모드를 음향학적 댐핑을 이용하거나, 밀폐된 내

부의 음향 모드를 변경해주는 방법을 이용해야만 한다. 하지만 이러한

방식은 지배적인 저주파 소음이 일정한 성질을 가져야 한다는 단점을 가

질 뿐만 아니라, 설치가 번거롭다는 단점을 갖는다. 이에 반해 능동 소음

제어는 소음과 반대위상의 파장을 방출해줌으로써 소음을 제어해주는 원

리로 마이크, 스피커와 제어장치만 있다면 특정 주파수에 구애 받지 않

고 여러 대역의 소음을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저주파 제어에

용이하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저주파 소음의 저감을 위해 적응형 필터를 이용

한 능동 소음 제어 시스템의 제작을 진행하고, 제작된 능동 소음 제어

시스템을 이용하여 1차원 덕트 소음 및 3차원 밀폐된 공간에서의 소음저

감 실험을 진행한다. 본 실험을 통해 능동 소음 제어의 저주파 소음 저

감 효과를 확인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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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능동 소음 제어 연구 사례

능동 소음제어(ANC)는 파동의 중첩 원리를 이용해 소음을 제어한다.

파동의 중첩 원리는 그림1과 같이 같은 위치에 있는 두 개의 파동이 크

기가 같고 위상이 반대라면, 상호 간섭에 의해 파동이 상쇄된다는 원리

다. 능동 소음 제어는 이를 이용해 소음원과 반대 위상의 파장을 제어

음원에서 방출해줌으로써 소음을 저감시키는 기술이다.

능동 소음 제어는 1931년 Coanda에 의해 처음 제안되었다. 하지만

Coanda의 제안 내용은 물리적으로 잘못된 방법이었기에 능동소음제어에

대한 최초의 연구로 인정받지 못하였다. 최초의 능동 소음 제어에 관한

연구는 1937년 Paul Leug가 제안한 특허로 이 특허에는 마이크를 이용

해 소음을 미리 탐지하고, 탐지된 소음을 이용해 소음 제어를 진행한다

는 능동소음의 기초적인 원리가 포함되어 있었다[5][6]. 하지만 이 당시

에는 능동 소음 제어를 위한 제어장치와 제어 음원과 같은 장비들의 부

족으로 인해 사용될 수 없었고 이에 따라 기술이 사용되지는 못하였다.

이후 1953년 Olson이 밀폐된 공간 및 덕트의 소음 저감 효과에 대한

ANC의 가능성을 제기하였다. Olson은 단순한 아날로그 증폭 회로를 이

그림 1 파동의 중첩 원리에 따른 상쇄간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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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여 능동 소음 제어를 진행하였다7]. 하지만 시스템 오차 및 근접장

의 영향 등의 원인으로 인해 특정 주파수에서만 능동 소음제어가 가능했

다. 1957년 Conover는 소음원의 크기가 소음원에 의한 소음 파장보다 클

경우 1개의 제어 음원으로는 제어할 수 없음을 밝혔다[8]. 이 후 많은 연

구자들이 RC 회로 등 다양한 방법을 이용해 능동 소음 제어에 관한 연

구 진행하였지만 제어 가능한 주파수 범위가 매우 적다는 단점을 극복하

지 못하였다.

1970년대 말 적응 제어(Adaptive Algorithm)가 등장하며, 능동 소음

제어에 이를 이용해 제어범위 및 성능을 높이고자 하는 연구들이 진행되

었지만 그 당시엔 하드웨어의 성능부족으로 인해 한 스텝에 많은 계산이

필요한 적응제어를 실시간으로 구현할 수는 없었다[9].

1980년대 제어이론 및 제어장치의 발전과 함께 Digital Signal

Processor(DSP)가 등장함에 따라 적응 제어를 통한 능동 소음제어의 실

시간 구현이 가능해졌고, 이로인해 능동 소음 제어에 관한 연구가 본격

적으로 진행되었다. 1981년 Burgess는 FxLMS 알고리즘을 처음으로 능

동소음 제어에 적용하였으며[10], Roure는 능동 소음제어를 통해 1차원

에 대해 200 ~ 1800Hz에서 20dB 정도의 소음 감소를 성공시켰다[11]. 이

를 바탕으로 1차원 평면파에 대한 능동 소음 제어는 HVAC, 흡입 및 배

기관 등 다양한 덕트 내의 소음제어장치로써 활용된다[9].

3차원 음장제어에 관한 연구는 능동 소음제어에 관한 연구 초기에는

DSP의 성능 부족 및 제어 기법의 한계에 의해 사용되지 못하였으나,

1990년대에 들어서 제어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문제점들이 해결되었고,

현재에는 3차원 음장제어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1991년

Toshiba에서는 능동 소음 제어를 이용한 무소음 냉장고가 시판되기도

하였다[12].

현재는 제어장치의 발전과 함께 능동 소음 제어의 저주파 제어에 대한

효용성을 확실히 인정받았으며, 다양한 분야에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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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능동 소음 제어 시스템 제작

제 1 절 능동 제어 시스템 개요

적응형 필터를 이용한 능동 소음제어(active Noise Control, ANC) 기

술 구현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1953년 Paul Lueg가 제안했던 내용처럼

소음을 측정하기 위한 마이크, 소음과 같은 크기의 소음을 방출해줄 스

피커 및 소음원과 정확히 반대위상을 방출해줄 수 있도록 제어해줄 수

있는 제어장치가 필요하다. 또한 시스템 구성을 위해선 세 개의 장치들

을 연결 시켜줄 수 있는 다양한 장치들이 필요하며 이를 개략도로 나타

내면 그림2와 같다[14].

그림 2 능동 소음 제어 시스템 개략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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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를 기반으로 능동 소음제어 시스템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시

스템은 레퍼런스 마이크와 에러마이크, 제어 스피커로 구성되며, 에러마

이크 위치의 소음값을 줄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능동 소음 제어는 다

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된다. 먼저, 소음을 측정해주는 레퍼런스 마이크를

통해 소음을 측정하고, 이를 제어범위에 맞도록 저대역 필터를 통과시켜

아날로그/디지털(AD) 컨버터를 통해 Digital Signal Processor(DSP)보드

에 입력해 준다. DSP에서는 측정된 소음값들과 적응형 필터를 기반으로

반대 파형을 만들고, 앰프를 거쳐 스피커로 방출한다. 소음과 스피커에서

방출된 음파는 합쳐져 에러마이크에 도달한다. 에러 마이크는 소음을 저

감하고자 하는 지점체 설치되어 있고, 에러 마이크에서의 소음 값으로

능동 소음 제어에 의한 소음 저감 성능을 판단한다. 또한 에러 마이크에

서 측정된 소음 값은 적응형 필터 값을 변경하는데 이용된다.

따라서 능동 소음제어(ANC) 시스템을 제작하기 위해서는 능동 소음

제어를 위한 마이크 및 스피커를 포함하는 시스템 구성과 제어장치 및

제어 기법에 관련된 연구를 각기 진행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그림 3

과 같이 능동 소음제어 시스템 제작 과정을 하드웨어적 부분과 알고리즘

적 부분으로 나누었고, 하드웨어는 다시 DSP 제작과 ANC 시스템 구성

으로 나누어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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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능동 소음 제어 시스템 제작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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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DSP 보드 제작

능동 소음제어를 위해서는 소음과 최대한 정확하게 반대 위상의 파장

을 스피커에서 방출해줄 수 있어야 한다. 이 때, 제어 스피커에서 방출되

는 음파의 정확도와 제어에 필요한 계산량은 일반적으로 비례하고, 능동

소음 제어가 사용되는 환경은 소음원의 특성이 자주 변화할 수 있기 때

문에 많은 계산량을 필요로 한다[13]. 하지만 보드의 계산량은 DSP의 종

류에 따라 일정하기에 한 스텝의 계산량이 많을 경우 1초에 계산 가능한

횟수가 줄어든다[15]. 소음의 경우 보드에 입력된 주파수는 Nyquist

criterion에 의해 샘플링 주파수의 절반까지의 값만 정확도를 보장할 수

있기 때문에 소음을 저감시킬 수 있는 최대 주파수는 DSP의 성능과 알

고리즘의 계산량에 의해 결정된다[16].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초당 계산

량이 많고, 마이크의 입력 및 스피커의 출력을 시간 지연 없이 동시에

진행해줄 수 있는 DSP 보드를 제작하였다. 보드는 Texas Instrument사

의tms320c28346 DSP를 기반으로 제작되었다. tms320c28346 DSP는

300MHz의 클럭을 가진 고성능 DSP로 본 연구에서는 안정성을 위해 3

클럭을 기준으로 100MHz의 계산 속도로 능동 소음 제어를 진행하였다.

DSP에서 계산한 값은 DSP 보드의 복합 프로그래머블 논리소자(CPLD)

를 통해 AD/DA 기판으로 전달하고, AD/DA 기판에서는 받아들인 데이

터 값을 아날로그 신호로 변경해 방출해준다. AD/DA 기판의 경우 8채

널 AD/DA가 가능한 AD7606 및 DAC8728 칩을 기반으로 설계되었다.

제작된 보드는 입력 및 출력이 최대 8포트 동시송출 가능하도록 제작되

었다. 본 보드를 통한 능동 소음 제어는 SISO 제어의 경우 1000Hz까지

소음을 제어할 수 있고, 2 by 2 by 2의 경우 최대 500Hz까지의 소음을

제어할 수 있다. 그림4는 보드 회로의 개략도이며, 그림 5의 경우 능동

소음 제어를 위해 보드를 설치한 상태의 사진이다. 그림 6은 ADC 보드

와 DSP보드의 사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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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DSP 보드 개념 설계

그림 5 보드 및 주변 장치 설치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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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DSP 보드 및 ADC/DAC 보드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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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능동 소음 제어 시스템 구성

그림 7은 능동 소음제어 시스템의 개략도와 시스템 구성에 사용된 부

품들을 나타낸 그림이다. 본 연구에서는 직접 제작한 Tms320c28346

DSP 보드를 기반으로 능동 소음 제어 시스템을 제작하였다. 능동 소음

제어시스템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마이크로폰과 스피커가 필요하며, 마

이크 및 스피커와 DSP 보드를 연결해주는 다양한 종류의 장비들 또한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에러 마이크 및 레퍼런스 마이크는 B&K사의 1/2인치 크

기의 4189 컨덴서형 마이크로폰을 사용하였다. 마이크의 입력신호는

B&K사의 Pre amp를 통과해 B&K사의 NEXUS를 통해 증폭되고 증폭

된 신호는 컷오프 주파수가 500Hz인 저대역 필터를 통과해 보드로 입력

된다. 본 실험에 사용된 저대역 필터 또한 통과대역 및 감쇄 성능을 만

족시키기 위하여 직접 제작하였다.

DSP 보드에서의 출력값 또한 저대역 필터를 통과해 INUKE사의

NU4-6000을 사용하여 증폭시켜 방출해주었다. 실험에 사용된 NU4-6000

앰프는 최대 4채널까지 지원하며, 각각의 채널에 대해 증폭량을 조절할

수 있다. 실험에 사용한 스피커의 경우 1차원 덕트 내의 능동 소음 제어

실험에 대해선 6인치의 스피커 2개를 사용하였으며, 3차원 능동 제어 실

험의 경우 12인치 스피커 3개를 사용하였다.



- 12 -

그림 7 능동 소음 제어 시스템 개략도 및 장치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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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알고리즘 제작

능동 소음 제어 초기에는 아날로그 필터 혹은 RC회로 등의 고정형 필

터를 이용한 제어를 통해 소음을 제어하였다. 하지만 고정형 필터는 소

음원의 해석적 해와 필터간의 임피던스 매칭에 어려움을 겪을 뿐만 아니

라 변화하는 음장 특성에 적응할 수 없다[13]. 예를 들어, ANC가 많이

사용되는 자동차 엔진 혹은 blower와 같은 경우 시간에 따라 소음원의

주파수 및 온도가 변화한다[14]. 이런 경우 임피던스의 변화가 큰 폭으로

일어나므로 고정형 필터로는 제어가 불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소음원 및

음장변화에 맞춰 필터가 변할 수 있는 적응형 필터가 제어기법이 제안되

었다. 적응형 필터는 Finite Impulse Response(FIR) Transversal Filter,

Infinite Impulse Response(IIR) Transversal Filter, Lattice Filter 등 다

양한 필터 기법들이 있지만 실시간 처리를 해주어야 하는 ANC의 특성

상 많은 계산 양을 요구하는 적응형 필터들은 선택폭에 제한을 갖는다.

이에 따라 능동 소음 제어 연구에서는 FIR Transversal Filter 중 간단

하고 효과적인 Least Mean Square(LMS) 방식을 많이 이용한다. LMS

방식은 에러의 최소 제곱 오차(Mean Square Error(MSE))를 이용해 필

터값을 제어하는 알고리즘으로써 필터로서 한 스텝당 계산량이 매우 적

고 안정적으로 수렴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에 ANC 같이 실시간 제어

가 필요한 상황에 효율적인 제어를 가능케 해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LMS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능동 소음 제어에 적합한 FxLMS 알고리즘

및 AFANC를 이용하여 ANC를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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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LMS 제어

적응형 필터는 기본적으로 그림8과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다. 아래 그

림에서 d(n)은 필터를 통해 얻고자 하는 값이고, x(n)은 Reference 마이

크에서 받은 값이다. y(n)은 적응형 디지털 필터를 통과한 x(n)값으로

스피커에서 발산되는 실제 출력이다. e(n)은 d(n)과 y(n)의 차이로 오차

에 해당하며, 적응형 필터의 필터값 변경에 이용되는 값이자 능동 소음

제어에서는 수음점의 소음 크기이다.

LMS알고리즘은 FIR Transversal Filter의 한 종류이기에 Impulse

input에 대한 반응이 유한한하고, 현재 출력값을 계산하기 위해 과거의

데이터를 이용한다. Transversal Filter의 데이터 처리 방법은 다음과 같

다. ANC에서는 마이크에 입력된 값을 일정한 길이만큼 메모리에 저장함

으로써, 적응형 필터와의 계산에 이용한다. 이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그림

9와 같다.

시간 n에서의 마이크 입력 값 L개로 구성된 데이터 시퀸스 {x(n),

x(n-1), … x(n-L+1)}과 출력값 계산에 이용되는 L개의 적응형 필터 계

수 {   ⋯ }을 그림 9와 같이 계산해서 y(n)

을 구한다.

그림 8 적응형 알고리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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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필터계수 은 시간 n에서의 필터계수로 시간이 변할 때 마다 변하

는 계수이다. 이 때 디지털 필터 계수 을 최적화시키기 위해 LMS

알고리즘을 이용한다.

LMS 알고리즘은 평균 제곱 오차(Mean Square Error(MSE))를 최소

화 시키는 방향으로 디지털 필터를 수렴시켜 최적 필터를 찾는 알고리즘

이다. 알고리즘에 사용되는 평균 제곱 오차는 다음과 같다.

ξ(n)≡E[] (2)

평균제곱 오차의 에러 값에 적응형 필터 모델을 적용하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 (3)

MSE의 최소값을 구하기 위해선 MSE의 값을 변경 시켜주어야 한다.

그림 9 시간지연 핕터 (Transversal Filter) 구조



- 16 -

하지만 레퍼런스 마이크에서 받은 값과 목표 값인 x(n)과 d(n)처럼 매

순간 값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변경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시스템의 필

터값 변수는 W(n)을 변형시켜야 한다.

MSE를 w(n)의 함수로 만들기 위해 d(n)을 그림과 같이 x(n)을 통과

한 음장이 전파과정에서 P라는 임의의 전달함수를 통과한 값이라고 가

정하면 그림 10을 다시 표현할 수 있다.

그림 10을 식 (3)에 대입해 정리하면 식(4)와 같이 된다.

ξ≡  (4)

위 식에서 P와 R은 다음과 같다.

≡     

≡ 

그림 10 LMS 알고리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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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위 식에서 는 d(n)과 x(n-k)의 cross correlation된 값이고, 는

x(n)과 x(n-k)의 cross correlation된 값이다.

이제 W(n)을 변화시켜 MSE의 최소값을 구해보자. W(n)은 각각 선형

독립인 (n)들로 구성되어있는 벡터로 각각의 (n)에 대한 MSE의 최

소값을 구함으로써 MSE의 최소값을 구할 수 있다. 이를 수식으로 표현

하면 다음과 같다.

∂

∂ξ


   (5)

ξmin    
(6)

위 식에서 

은 


 을 만족시키는 w값이며, 는 

로 구성되

어 있는 벡터이다. 또한 MSE의 특성상 ξ(n)≥0을 만족해야 하므로 ξ(n)

은 극값으로 최소값을 갖는다. 이제 구해진 최소값을 MSE 식에 대입하

면 다음과 같이 된다.

ξ  ξmin    (7)

위 식은 상수 ξ_min와 변수 (n)-에 대한 이차함수의 합으로 만

들어진 함수이다. 따라서 방정식의 근사해를 구하는 방법을 이용해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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림11과 같이 점진적으로 최소값을 구할 수 있다. 근사해를 구하는 방법

은 다양하지만 그 중 steepest descent Method와 Newtons's Method가

많이 이용된다. 두 방식의 차이는 그림과 같이 steepest descent Method

는 gradient를 타고 이동하며, Newtons Method는 초기점과 최소값의 직

선거리를 이동한다는 차이점을 가진다. 하지만 Newton's Method는 R행

렬을 매 스텝마다 구해주어야 하므로 계산량이 많다는 단점을 갖는다.

따라서 ANC에서는 수렴속도는 느려도 계산량이 적은 steepest descent

Method를 이용한다[17].

Steepest descent Method는 그래디언트 방향으로 필터 값을 변화시켜

최솟값으로 수렴시키는 최적화 알고리즘으로 기존 W(n)에 MSE의

gradient를 더해줌으로써 W(n+1)을 구해준다. Steepest Descent Method

의 식을 살펴보면 식 8과 같다.

그림 11 Steepest Descent Method 및 Netwon – Raphson Method 비교



- 19 -

   


  

   


   μ∂

∂ξ
  μ μ

  μ    μμ


(8)

     

      




⋯

   μ ∑  
  μμ



식 8에서 의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R을 대각화시키면 식 9와 같이

된다.

  Λ  Λ 
(9)

식 9에서 Λ는 대각행렬이고, Q는 변환행렬이다. 이를 MSE식에 넣고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Λ

  (10)

ξ ξmin  Λ 

변환된 식을 식 9에 에 대입하면 다음과 같이 된다.

 μΛ∑  
  μΛμΛ  (11)

식 11의 한 항에 대해 식을 전개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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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μλ∑  
  μλμλ

 μλμλ
μλμλ

lim
→∞

 
 (12)

따라서 steepest descent method는 n의 값이 충분히 커질 경우 필터

값이 최적 값에 수렴하는 것을 확정할 수 있다[17].

LMS 알고리즘은 steepest descent method에서 평균값을 현재 값으로

대체함으로써, 간단하게 정리된 식으로 식13과 같다.

∂

∂ξ
∇≒∇  (13)

평균값을 현재 값으로 대체해 줌으로써 steepest descent 방법을 간단

하고 적은 오차로 계산할 수 있기 때문에 적은 계산량을 필수적으로 만

족시켜야 하는 ANC에 많이 사용된다.

따라서 한 스텝에서 ANC 알고리즘이 계산해주어야 하는 계산은 식

14와 같이 3단계의 계산으로 이루어진다.

 
 −     (14)

 

하지만 실제 능동 소음제어 환경에서는 마이크로 받아진 값이 DSP에

도달하기 전까지 pre amp, band pass filter 등의 경로를 통과하기 때문

에 단순 LMS필터로는 오차를 최소화하는데 문제가 따른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제어 과정에 signal을 analog값으로 변화시켜주



- 21 -

는 추가적인 전달함수를 추가시켜 계산에 넣어 보정해주어야만 한다. 이

런 보조적인 과정(Secondary Path)을 모델링한 전달함수 S(z)를 제어선

도에 추가한 제어기법이 FxLMS 제어식이다.

2. FxLMS 제어

FxLMS알고리즘은 피드포워드 방식의 LMS를 이용하는 알고리즘으로

DSP에서 에러마이크까지의 음향학적 경로를 디지털 필터로 묘사하여

보정해주는 알고리즘이다. 능동 소음 제어시 DSP에서 계산된 출력y(n)

은 스피커에서 방출되기 전까지 DA Converter 및 amp 등의 경로를 통

과하고 이에 따라, y(n)은 일정한 시간 지연 및 변조가 생긴 후에야 에

러마이크에 도달한다. FxLMS 알고리즘은 이러한 보조경로에 의한 영향

을 S로 표현한 후 식에 넣어 보정해 줌으로써, 조금 더 정확한 계산을

수행해줄 수 있다.

≡ ′′ (15)




 ∇≒∇  ′ (16)

이 때 x’(n) 및 y’(n)은 S(z)와 x(n) 및 y(n)을 Convolution 취해준 값

이다. 따라서 한 스텝당 계산은 다음과 같다.

 
 −′    

′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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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xLMS알고리즘은 LMS 알고리즘에서 하나의 필터를 추가해줌으로써,

로부스트하고 광대역 소음과 톤 소음 모두에 효과적으로 제어가 가능해

진다는 특징을 갖는다. 이에 따라 능동 소음제어의 기반이 되는 알고리

즘이다.

그림 12 FxLMS 알고리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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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AFANC 제어

AFANC는 피드백 방식의 능동 소음제어로, 에러값과 DSP의 출력값을

이용해 소음원을 예측하고 예측된 소음원에 대한 필터를 만들어주는 구

조이다. 그림 13처럼 AFANC는 기본적으로 FxLMS 방식을 이용하여 제

어를 진행하지만 레퍼런스 마이크 값이 없기 때문에 이를 대체하기 위해

d(n)을 x(n)으로 가정하고 x(n)은 에러마이크의 값 e(n)과 스피커의 출

력 y‘(n)을 예측하고 이를 기반으로 계산을 진행한다. 기본적인 제어는

FxLMS 알고리즘과 같은 방식으로 진행되며, AFANC는 FxLMS알고리

즘에 비해 약간의 계산이 추가되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이를 한 스텝에

구해야 되는 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

′  
  



  (18)

 ′

식 18과 한 스텝에서 5번의 계산을 통해 AFANC를 이용한 능동 소음

제어가 가능해진다. AFANC는 에러마이크 하나로도 능동 소음제어가 가

능해진다는 장점이 있지만 FxLMS 알고리즘에 비해 계산량이 더 늘어나

며, x(n)을 d(n)으로 대체하여 진행하기 때문에 소음원의 모델링이 잘못

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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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AFANC 알고리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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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FxLM 및 AFANC 비교

FxLMS 알고리즘과 AFANC 알고리즘의 차이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AFANC 알고리즘은 피드백 방식의 알고리즘으로써 하나의 마이크

만을 사용하여 소음 제어가 가능하고, 변화하는 상황에 대해 빠르게 따

라갈 수 있다는 장점을 갖는다. 하지만 FxLMS에 비해 계산량이 많아

복잡할 뿐만 아니라 피드백 제어라는 특성에 의해 안정성을 장담할 수

없다. 이에 반해 FxLMS알고리즘은 AFANC알고리즘에 비해 간단하고,

음향학적 특성이 변하지 않는 주기적 소음 등의 저감에 좋은 성능을 나

타낸다. 하지만 제어 스피커의 출력이 레퍼런스 마이크로 들어가 제어에

방해를 일으키는 음향학적 피드백 현상이 존재하며, 저감하고자 하는 소

음이 반드시 에러마이크보다 레퍼런스 마이크에 먼저 도달해야 한다는

단점을 갖는다[14].

Strong point Weak Point

Feedforward

simplicity Acoustic Feedback
Steady-state

response
Casuality Condition

Feedbackward

Using only error

mic
Cost inefficient

Transient response Stability

표 1 feedforward 제어와 feedbackward 제어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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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Secondary path 필터 및 수렴계수 결정

앞에서 살펴본 그림 12와 그림 13은 각각 FxLMS 알고리즘 및

AFANC 알고리즘의 개략도이다. 두 알고리즘 모두 소음 제어를 위해선

Secondary Path에 대한 필터 정보를 필요로 한다. Secondary Path 필터

는 DSP에서 발산된 출력이 에러마이크에 도달할 때까지 통과하는 경로

를 전자 필터로 모델링해준 값으로, Secondary Path의 길이가 너무 길면

계산량이 많아지고, 너무 짧으면 묘사가 불완전해 소음 저감 량이 적어

진다는 특징을 갖는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필터 길이는 실

험을 통해 최적 값으로 결정한다.

Secondary Path를 구하는 방법은 능동 소음 제어를 진행하는 와중에

제어 스피커의 출력에 저감하고자하는 소음에 비해 매우 작은 백색소음

을 섞어 매순간 Secondary Path를 변경해주는 On-line Secondary path

방식과 실험 전에 구성된 Secondary Path를 이용해 실험을 진행하는

Off-line Secondary Path 방식이 있다. On-line 방식의 경우 제어 스피

커와 에러마이크 사이의 음장 환경이 변화할 경우 효과적이지만 한 스텝

의 계산량이 너무 많아진다는 특징을 가지며, Off-line의 경우 제어 스피

커와 에러 마이크 사이의 음장환경이 능동 소음 제어 와중에 변하지 않

을 경우 계산을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는 특징을 갖는다[13].

본 연구에서는 제어 스피커와 에러 마이크 사이의 음장환경을 고정한

후 실험을 진행해줌으로써, On-line 방식에 비해 적은 계산량을 필요로

하는 Off-line 방식을 채택해 효율적인 능동 소음 제어를 수행하고자 한

다.

Secondary Path를 Off-line 방법으로 구하기 위해서는 LMS 알고리즘

을 이용하여야 한다. 이 때, 필터값을 효율적으로 수렴시키기 위해선 수

렴계수에 대한 결정이 매우 중요하다. 수렴계수 의 경우 이론적으로는

식 11과 같이 대각화된 레퍼런스 마이크 입력값의 Auto-correlation 행

렬 의 값 중 최대값 max의 역수보다 작은 값을 선택하면 된다. 하지

만 실제 능동 소음 제어가 진행되는 환경에서는 max의 값을 알 수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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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에 max 보다 작은 값을 기준으로 값을 선택한다. 이를 위해 x(n)

의 Auto-correlation 값들로 구성된 R 행렬의 대각합을 이용한다[13].

max       
  



 (19)

행렬은 R행렬의 닮음행렬이므로 두 행렬의 대각합은 같고 이는

max보다 크다. 이제 의 범위를 나타내면 식 20과 같다.

    


(20)

하지만 실제 실험을 진행하는 경우 마이크 및 실험 등의 불확실성의

영향에 의해 식 20에서 예측된 값보다 낮은 값을 이용해야 한다. 따라

서 값은 식 20을 기준으로 실험 혹은 시뮬레이션을 통해 결정해 주어

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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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실험 방법 및 실험 결과

제 1 절 실험 방법

본 실험은 저주파 소음에 대한 능동 소음 제어의 저감 성능을 확인하

기 위해 진행되었으며, 이를 위해 1차원 덕트 내의 소음 저감 실험과 3

차원 밀폐된 공간에 대한 소음 제어 실험을 각각 진행하였다.

1차원의 경우 덕트 내에 저주파로 구성된 멀티 톤 노이즈의 소음원에

대해 SISO FxLMS 알고리즘 방식을 이용하여 소음 저감을 진행함으로

써 능동 소음 제어에 의한 저주파 소음 저감 성능을 확인하였다.

3차원의 경우 실험은 모두 밀폐된 방 안에서 진행되었으며, SISO와

MIMO 각각에 대하여 실험이 진행되었다. 실험은 SISO의 경우 FxLMS

와 AFANC 두 알고리즘에 대해 같은 소음원 및 음장 상황에서 실험을

진행함으로써 두 알고리즘의 소음 저감량을 비교하였고, MIMO의 경우

단일 톤 소음과 다중 톤 소음원에 대한 소음 저감 성능을 확인하기 위해

진행하였다.

실험은 먼저 제어하고자하는 환경에 맞추어 능동 소음 제어 시스템을

장치하고, 실험에 필요한 수렴계수 및 Secondary Path와 같은 변수에 대

한 최적화 작업을 진행하였다. Secondary Path 필터의 경우 화이트 노

이즈 소음원에 대한 Impulse Response를 LMS 알고리즘을 이용해 구하

였다. 수렴계수의 경우 구해진 Secondary Path 필터값을 시뮬레이션에

대입함으로써, 적절한 수렴계수를 찾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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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뮬레이션

시뮬레이션은 각각의 상황에 대해 구해진 Secondary Path를 기반으로

진행하였다. 시뮬레이션에서는 실제 음향학적 경로를 고려할 수 없기 때

문에 AFANC와 FxLMS 모두 같은 시뮬레이션을 이용하였다. 시뮬레이

션은 적절한 mu 값과 필터 길이를 찾기 위해 진행되었으며, SISO방식

과 MIMO 방식 모두 진행하였다. 시뮬레이션은 1차원 및 3차원 음장 모

두에 관하여 진행되었고, 그림 14는 1차원 덕트와 3차원 MIMO에 대한

단일 톤 소음 시뮬레이션 결과다. 두 그래프 모두 최적화된  값에 대

한 결과이다. 그림 14에서 SISO의 경우 매우 짧은 시간에 수렴하는 것

을 확인 할 수 있다. 반면, MIMO의 경우엔 수렴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

리는 것을 볼 수 있다. 시뮬레이션을 통해 능동 소음 제어는 시스템이

복잡할수록 수렴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림을 확인가능하다.

그림 14 시뮬레이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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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실험 결과

1. 덕트 내 SISO 소음 저감

소음의 전파는 방향에 따른 임피던스 차이가 없을 경우 일반적으로 무

지향성(omni-direction)으로 전파된다. 하지만 소음이 덕트를 타고 전달

될 경우 관의 차단 주파수보다 작은 소음은 평면파의 특징을 가지며 전

파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500Hz 미만의 저주파 영역에 대해 평면파

의 특징을 가질 수 있도록 관의 직경을 결정하였다. 관의 차단주파수 

는 식 21와 같이 구할 수 있다[9].

  


(21)

이때 D는 관의 직경이고, 는 관내 음속이다. 식 19에 따르면 상온일

경우 관 내의 차단주파수가 500Hz 이상이기 위해선 0.34m 이하의 직경

을 가져야만 한다.

본 실험에서는 직경 12cm 길이 120cm로 이루어진 덕트 내에서 실험

을 진행하였다. 덕트의 경우 PVC 관으로 제작되었으며, 관의 진동을 억

제할 수 있도록 관의 두께를 2cm로 제작하였다.

실험은 3가지 저주파 125Hz, 250Hz, 500Hz로 구성된 멀티톤의 저주파

소음원을 이용하여 진행되었다. 소음원은 그림 15와 같이 왼쪽 끝단의

스피커를 통해 방출하였으며, 소음원의 값은 스피커에 전해짐과 동시에

DSP에도 전해지도록 하여 레퍼런스 마이크를 대신하였다. 실제 실험 사

진은 그림 16과 같다. 사진에서 왼쪽 끝에 있는 소음원 스피커에서 방출

된 소음은 DSP에 전달되어 FxLMS 알고리즘을 통해 제어 스피커에서

의 출력값을 계산하고, 계산된 출력 값은 앰프를 지나 관 중간에 있는

제어 스피커에서 출력된다. 소음원의 소음과 제어스피커의 출력은 관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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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합쳐져 에러 마이크에 도달한다.

그림 15 1D 덕트 개략도

그림 16 실험 중 덕트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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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은 능동 소음 제어에 사용된 Secondary Path 필터를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다. 실험에서는 Secondary path의 길이 및 능동 소음 제어

필터 의 길이 모두 200으로 하였고, secondary path의 값은 화이트 노

이즈를 소음원으로 하여 Impulse Response를 구해주었다. 덕트의

Impulse Response는 PVC관의 특성에 의해 잔향효과가 관측되었다. 또

한 DSP에서 출력된 값이 에러마이크에 도달할 때까지의 시간지연 또한

관측할 수 있다.

그림 17은 능동 소음 제어를 시작한 직후부터 소음값이 최솟값에 수렴

할떄까지의 시간 – 음압 관계를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다. 그래프에 따

르면 능동 소음 제어를 실행한 직후부터 소음값이 수렴할 때까지는 약 4

초간의 시간이 걸렸다. 또한 덕트 내의 소음은 ANC를 사용하기 전과 비

교하여 약 20dB 가량 감소하였으며, 특히 실험에 사용되었던 세 주파수

중 가장 큰 소음원이었던 500Hz 또한 20dB 가량의 소음이 감소하였다.

주파수별로 소음의 감소량 및 증가량을 확인하면 소음원에서 큰 소음

값을 가지고 있었던 125Hz, 250Hz, 500Hz의 경우 소음이 감쇄되었지만

그림 17 1D 덕트의 Secondary Pa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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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Hz, 80Hz의 경우 소음이 증가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능동 소

음 제어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스피커에서 저주파 소음을 방출하는 과정

에서 다른 주파수에 간섭을 일으켜 소음이 증가한 것으로 생각된다.

그림 18 ANC 실행 후 1D 덕트의 시간 - 음압 그래프

그림 19 능동 소음 제어에 따른 1D 덕트 내 소음 변화 1/3 Octave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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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밀폐된 공간 내의 음장 제어

3차원 음장에 대한 능동 소음 제어 실험은 가로 5m, 세로 4m, 높이

3m의 밀폐된 공간에서 진행되었다. 밀폐된 방의 경우 방의 크기 및 특

성에 의해 음향 모드를 가지고, 만약 마이크로폰이 음향 모드의 영향을

받을 경우 능동 소음 제어의 성능을 정확히 평가할 수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실험 전 방의 음향 모드를 분석하고 음향학적 모드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위치를 피해 마이크로폰과 스피커를 위치시켰다. 실험에

사용된 스피커 및 마이크들의 위치는 그림 과 같다. 밀폐된 방의 음향

모드는 식 (22)를 이용하여 구할 수 있다[14].

  










 (22)

표2는 실험이 진행된 방의 500Hz 미만의 음향 모드를 나타내었다. 각

방향의 음향모드에 따른 정보는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 (가로, 세로, 높

이)순으로 나타내었다.

모드 (가로, 세로, 높이) 고유 진동수
(1,0,0) 213.6 Hz
(0,1,0) 267 Hz
(0,0,1) 356 Hz
(1,1,0) 342 Hz
(1,0,1) 415.2 Hz
(0,1,1) 445 Hz
(1,1,1) 493.7 Hz

표 2 밀폐된 방안의 음향 모드 및 고유 진동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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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MO 실험은 1by 2 by 2로 제어 스피커 2개에 에러마이크 2개에 대

해 진행되었으며, 레퍼런스 마이크는 소음원 스피커의 약간 앞에 위치시

킴으로써 소음원에 대한 정보를 빠르게 DSP에 전달하였다. SISO에 대

한 실험은 에러 마이크 1번과 제어 스피커 1번을 이용하여 진행되었다.

Secondary Path는 두 개의 error mic와 두 개의 제어 스피커를 고려

하여 4개의 Secondary Path를 만들었고 이는 그림 2 과 같다. 만들어진

Secondary Path를 살펴보면 각각의 에러 마이크 앞에 놓인 제어 스피커

에 대한 필터값이 그렇지 않은 스피커에 비해 크고, 더욱 빠르게 반응함

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스피커에서 방출된 소음이 도착하는데 시간이

더 걸리고, 거리가 멀어질수록 소음의 크기가 작아지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림 20 3차원 능동 소음 제어 실험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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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방의 잔향효과에 의해 필터 값이 영향 받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21-1 1번 에러 마이크와 1번 스피커사이의 Secondary Path

SISO Secondary Path

그림 21-2 1번 에러 마이크와 2번 스피커사이의 Secondary Pa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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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3 2번 에러 마이크와 1번 스피커사이의 Secondary Path

그림 21-4 2번 에러 마이크와 2번 스피커사이의 Secondary Pa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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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결과는 표 3, 4와 같다.

(1) SISO 제어

실험결과 FxLMS 알고리즘의 경우 85.1dB에서 71.8dB로 저감되어

13.3dB 가량의 소음 저감을 확인할 수 있다. AFANC의 경우 86.2dB에

서 79.8dB로 저감되어 6.4dB가량의 소음 저감을 확인할 수 있었다.

(2) MIMO 제어

두 실험 모두 FxLMS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진행되었다. 단일톤 소음

은 250Hz의 톤 소음을 이용하여 진행되었으며 실험결과 80.5dB에서

68.5dB로 저감되어 12dB 가량의 소음 저감을 확인할 수 있다. 다중 톤

소음의 경우 81.1dB에서 72.8dB로 저감되어 8.3dB가량의 소음 저감을 확

인할 수 있었다.

Algorithm Beford(dB) After(dB)
Reduction

(dB)

Difference

(dB)

SISO
FxLMS 85.1 71.8 13.3

6.9
AFANC 86.2 79.8 6.4

표 3 3차원 SISO 제어 결과

Tone

Number
Beford(dB) After(dB)

Reduction

(dB)

Difference

(dB)

MIMO
1 Tone 80.5 68.5 12

3.7
3 Tone 81.1 72.8 8.3

표 4 3차원 MIMO 제어 결과



- 39 -

실험결괄르 살펴보면 소음의 저감량은 SISO FxLMS 알고리즘에 의한

저감량이 가장 컸고, SISO AFANC 알고리즘에 의한 저감량이 가장 작

았다. 이는 실험에 사용된 소음이 주기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실험

에 사용된 AFANC 알고리즘의 최적화가 덜 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단

일 톤 소음과 다중 톤 소음의 경우 약 3.7dB 가량의 저감량 차이가 있었

고 이는 제어하고자 하는 주파수가 많아져 최적화 과정에서 최솟값이 아

닌 극솟값으로 수렴해서 나타난 현상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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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결론

본 연구는 저주파 소음 저감을 위한 능동 소음 제어 시스템 개발을 위

해 진행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먼저 TI사의 tms320c28346 DSP를 기반

으로 능동 소음 제어 시스템을 제작하였으며, FxLMS 알고리즘과

AFANC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능동 소음 저감 실험을 진행하였다. 실험

은 1차원과 3차원에 대해 진행되었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1차원 덕트내 소음의 경우 직경 12cm, 길이 120cm의 PVC 관에

125Hz, 250Hz, 500Hz로 구성된 다중 소음원에 대해 FxLMS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실험을 진행하였으며, 약 20dB 가량의 소음 저감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2) 3차원 SISO의 경우 1차원과 마찬가지로 125Hz, 250Hz, 500Hz로 구성

된 다중 소음원에 대해 FxLMS 알고리즘과 AFANC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실

험을 진행하였다. 실험결과 AFANC 알고리즘의 소음 저감량이 FxLMS 알고리

즘에 비해 6.9dB 낮은 결과를 보였다. 이는 AFANC의 레퍼런스 값에 대한 모

델링이 완전하지 않아서 소음 감쇄량이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3) 3차원 MIMO의 경우 1개의 톤 소음에 대해선 13dB, 다중 톤 소음에 대해

선 8.3dB 가량이 감소하였다. 3차원 MIMO의 경우 3차원 SISO보다 소음 감쇄

량이 적었고 이는 두 스피커의 상쇄음이 서로에게 간섭을 일으켜 소음 감쇄량

이 적어진 것으로 보인다.

실험 결과 능동 소음 제어를 통한 저주파 소음 저감은 최대 20dB, 최소

6.4dB를 저감시킴을 확인해 능동 소음 제어를 이용한 저주파 소음 저감이 효율

적임을 실험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능동 소음 제어는 시스템에 따라

최솟값이 아닌 극솟값으로 수렴하는 등의 제거에 관련된 문제를 확인할 수 있

었고, 이에 더욱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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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Development of Active Noise

Control System to reduce low

frequency noise

Dong Wook Kim

Aerospace Engineering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In this study, an active noise control system for low frequency

noise reduction was developed. The Active Noise Control System

consist of control devices, control algorithms, and acoustic devices

such as microphones and speakers. In this study, a control device is

made to process the multiple simultaneous input and output using

Digital Signal Processor(DSP). The developed control unit is capable

of 8 input / output simultaneously, and noise reduction is possible up

to 1000Hz for single input single output(SISO) system and up to

500Hz for 2 by 2 Multi Input Multi Output(MIMO) system. The

control algorithm use FxLMS and AFANC algorithms for noise

control. Experiments were conducted in 1 - dimensional ducts and 3

- dimensional closed spaces. For the noise control in the 1D duct,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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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SO FxLMS algorithm was used and the noise reduction effect of

about 20dB was confirmed. In case of 3 - dimensional closed space

ANC, noise reduction experiment was performed on SISO and MIMO,

and noise reduction of up to 13dB was confirmed.

keywords : Active Noise Control, FxLMS, AFANC, ANC,

Student Number : 2016-2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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