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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paper, active noise barriers for attenuation of road noise are proposed.  multi-channel audio 
systems, DAQ part and high performance DSP H/W were designed.   Active noise control firmware programs 
were implemented for multi-channel off-line/on-line estimation methods for secondary path transfer functions 
and FIR/IIR filter structure are used main noise control algorithms.   To evaluate performance of proposed 
systems,  the experiments were performed in an active noise barrier test bed for various noise cases. 

1) 

1. 서  론

  소음은 인간의 수면을 방해하고 집중력을 감소시키

며 짜증과 피로를 가중시킨다. 따라서 이러한 소음을 

줄이기 위한 대책으로 여러 가지 연구가 진행되어 왔

는데, 그 대표적인 방법들이 수동적인 소음제어 방법

과 능동적인 소음제어 방법이다.

  수동적인 소음제어 방법은 흡음재나 방음재를 사용

하여 소음을 차단하는 방법으로, 1000Hz 이상의 주

파수를 가지는 소음에 대해서는 효과적인 성능을 발

휘하지만 저주파 소음의 경우 특히 500Hz 미만의 소

음특성을 가지는 소음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흡음재의 

무게가 늘어나고 비용이 증가하며, 열화가 일어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여 사용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

다. 

  수동적인 소음제어 방법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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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이 소음을 소음으로써 해결하는 능동적인 방법인 

‘능동소음제어(Active Noise Control)' 기술이다[1]. 

능동소음제어 기술의 기본적인 개념은 음의 간섭현상

을 이용한 것으로서, 소음원과 크기는 같고 위상이 

180°위상차이가 나는 2차 음원을 발생시켜서 원하는 

위치의 소음을 감쇄하는 방법이다.[2]

  능동소음제어는 1936년 Paul Lueg에 의해 처음 소

개되었으나 큰 주목을 받지 못하다가, 최근 들어 반도

체 기술의 비약적 발전과 환경에 대한 관심의 고조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능동소음제어 시스템을 사용하는 능

동방음벽에 필요한 적응필터 알고리즘 성능 개선 및 

기초실험을 행하였다.

2. 본론

2.1 적응필터 알고리즘

  적응 필터란 입력신호의 변화나, 환경의 변화 또는 

원하는 출력 특성의 변화에 따라 스스로 자신의 특성

을 적응시키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항상 최적의 원

하는 결과를 얻고자 하는 방향으로 동작하는 필터이

다. 따라서 적응 필터는 그 특성이 필터의 설계 시에 

모두 정해지지 않으며, 필터가 가동된 직후나 환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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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변화 발생시, 이에 적응하기 위한 적응시간을 거처

서 필터의 특성이 결정된다. 따라서 일반 디지털 필터

들과 비교할 때, 적응 필터는 비선형적이며 시변하는 

계수를 가지는 시스템으로 볼 수 있다.

  일반적인 디지털 적응 필터는 크게 디지털 필터부

와 적응 알고리즘 부 두 부분으로 나타낼 수 있으며 

이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아래의 Figure 1의 점선 부

분에 해당한다.

Figure 1 basic structure of a digital adaptive filter

  Figure 1에서

 : 기준 입력 신호 ( reference input signal )

 : 원하는 응답 신호 ( desired response )

 : 디지털 필터의 출력 ( output of a digital 

filter )

 : 디지털 필터의 오차 ( residual error )

  디지털 필터부의 필터처리(filtering)는 디지털 신호

처리 시스템의 한 부분이다. 필터처리는 입력신호에

서 입력신호에 포함되어 있는 원하는 정보만을 추출

하여 출력신호로 내보내는 과정을 말한다. 이 필터처

리는 시스템의 계산량과 성능에 따라서 여러 가지 다

양한 구조로 수행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임펄스 응답 

특성에 따라서 크게 FIR필터 구조와 IIR 필터 구조로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Figure 2는 FIR 필터 구조이다.

Figure 2 FIR filter

  디지털 필터는 안정도의 문제 때문에 FIR 필터 구

조를 많이 사용한다. L차의 FIR구조를 사용한 적응필

터의 출력 값은

 




          (1)

 : L차의 필터계수 항

이 된다. 이 때, 입력신호와 적응필터 계수벡터를

≡     

≡     


라고 정의하면, 적응 필터의 출력 값과 이때의 오차 

값은

            (2)

            (3)

이 된다.

Figure 3은 IIR 필터 구조이다.

  

Figure 3 IIR filter

  IIR 구조 필터에서 L차의 전향제어 필터와 M차의 

궤환제어 필터라고 하면, 적응 필터의 출력값은 식(4)

와 같다.

 




 






 : L차의 분자필터 계수 항          (4)

 : M차의 분모필터 계수 항

식(4)에서 입력신호와 적응필터 계수벡터를

≡     

≡     


≡     

≡     


라고 정의하면, 적응 필터의 출력 값과 이때의 오차 

값은 식(5), (6)과 같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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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2.2 Filtered_X LMS 알고리즘

  능동소음 제어 시스템에서 주로 사용되고 있는 단

일채널 FXLMS 알고리즘의 블록도선도는 Figure 4

와 같다.

  

Figure 4 block diagram of a single-channel 

FXLMS algorithm

  

           (7)

∇ ∇         (8)  

2차 경로 전달 함수 를 e(n)에 적용하면

             (9)

여기서 *는 컨벌루션 연산자이다.

이를 W에 대하여 미분하면,

∇     ′        (10)

여기서

 ′  ′ ′  ′ 
′   이다.

식 (10)을 식 (8)에 대입하면 아래와 같다.

∇  ′        (11)

그러므로 단일채널 FXLMS 알고리즘은 아래와 같

다.

  ′        (12)

여기서  ′을 2차 경로 전달함수 s(n) 대신에 2차 

경로 전달함수를 추정한 를 적용하면 

 ′   이다. Figure 4에서 제어음원

과 오차센서가 늘어난 멀티채널 FXLMS 알고리즘의 

구조는 Figure 5와 같다.

Figure 5 block diagram of a multi-channel 

FXLMS algorithm

2.3 IIR LMS 알고리즘

ANC의 최적의 해법은 일반적으로 극점과 영점을 

가진 IIR 구조이다. 이런 이상적인 함수는 충분한 

차수의 FIR함수로서 근사화 될 수 있지만 시스템 

안정을 위해step size μ 가 매우 작아야 한다. 

이것은 ANC응용에 있어서 원하지 않는 매우 느린 

수렴 특성을 나타낸다.  실험적으로 같은 차수의 

계수를 가질 때 FIR보다는 IIR필터가 더 효과적인 

큰 소음 제거 특성을 가진다.

계산적인 복잡성이 중요한 문제가 될 때 IIR구조의 

적응 필터의 사용이 효과적이다. IIR필터의 극점들은 

낮은 차수로 된 구조를 가지면서 비교적 적합한 

특성을 얻을 수 있으며 이것은 계산량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다중채널 순환 LMS 알고리즘의 블록선도는 Figure 

6과 같다. 여기서 P(z)은 주경로 임펄스 응답함수 

행렬로 J×M, S(z)은 2차 경로 응답함수 행렬로 

K×M요소를 갖는다.

Figure 6 block diagram of a multi-channel IIR 

LMS algorithm

다중채널을 갖는 순환 LMS 알고리즘은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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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    (14)

여기서

′≡                    (15)

′≡                    (16)

2.3 능동방음벽을 위한 ANC 시스템

  3차원 공간의 소음제어에서는 2차 음원의 수가 1

차원 음장의 경우보다 많아야 하기 때문에 2차 경로

를 실시간 추정할 경우 지나치게 계산량이 많아져 

하드웨어 실현이 어렵다. 밀폐된 공간 내에 소음원

이 존재한다면 이로 인해 이 공간 내에서는 많은 음

향모드가 여기되는데, 이론적으로 완전한 소음제거

를 위해서는 여기되는 음향모드의 수 만큼 2차 음원

이 필요하나 실제로 하나의 음향모드를 다른 음향모

드의 여기없이 독립적으로 제어한다는 것은 매우 어

려운 일이므로 여러 개의 오차 마이크로폰 출력의 

제곱의 합을 최소화하는 능동 소음 제어 시스템을 

구성하는 것이 실질적이다.

Figure 7 multi-channel active noise control 

system

Figure 7은 다중채널 기법을 이용한 능동 소음 제어 

시스템을 보인 것으로, 능동 소음 제어기, 소음원, 2

차 음원용 스피커, 그리고 오차 마이크로폰으로 구

성되어 있다. 그러므로 오차 마이크로폰들의 출력신

호 제곱의 합을 최소화 하도록 적응 필터를 설계하

여 2차 음원을 만들어 내는 능동 소음 제어 시스템

을 구성할 수 있다. 

Figure 8 block diagram of 1 x 2 x 2 FIR 

multi-channel active noise control system

Figure 8은 1 x 2 x 2 FIR구조의 다중채널 기법을 

이용한 능동 소음 제어 시스템의 블록다이어그램이

다.

2.4 실험용 능동방음벽

능동소음제어 알고리즘의 유용성을 보이기 위해 실

험용 능동방음벽을 설치하고 실험을 행하였다.

Figure 9 Multichannel active noise barrier test 

environment 

알고리즘의 성능을 평가하기 위해 모의 방음벽을 설

치하여 1 x 1 x 1의 싱글채널과, 1 x 2 x 2의 멀

티채널 구조의 ANC실험을 하였다.  실험용 능동방

음벽의 높이는 90cm이다. 실험 시스템을 구성하는 

하드웨어는 크게 DSP, 마이크로폰 증폭기, 로우패스 

필터, 신호 증폭기, 스피커 출력 증폭기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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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0 Multichannel active noise barrier 

laboratory equipment

1 x 1 x 1의 싱글채널 실험의 구성도는 Figure 11

과 같다.

Figure 11 1 x 1 x 1 configuration of the 

single-channel experiments

  멀티채널은 Figure 11에서 Error MIc와 Control 

Speaker의 개수가 늘어나게 된다. 싱글채널 실험의 

소음원으로 Pure-tone과 광대역 도로 소음을 사용

하였으며, 실험 결과는 Figure 12, Figure 13과 같

다.

Figure 12 pure-tone single-channel result

Figure 13 road-noise single-channel result

  Pure-tone과 광대역 소음의 싱글채널 실험에서 

각각 15dB, 12dB의 감쇄효과가 있었다.

Pure-tone을 사용한 1 x 2 x 2의 멀티채널 실험에

서는 마이크의 위치와 주파수 특성에 따른 소음감쇄

효과를 비교하기 위하여 마이크의 위치와 주파수 특

성에 변화를 주어 실험을 하였다. 마이크의 위치는 

제어스피커를 기준으로 1m, 2m의 거리로 변화를 주

었으며, 각각의 위치에서 마이크의 높이를 지면 기

준으로 0.5m, 1m, 1,5m로 바꿔서 실험을 하였다.

Figure 14 error-mic position

  소음원으로 사용한 Pure-tone은 100Hz에서 

400Hz까지 50Hz단위로 변화를 주었으며 실험결과

는 Table 1에 정리되어있다.

Table 1 pure-tone multi-channel result

distance 1m 2m

mic height 0.5m 1m 1.5m 0.5m 1m 1.5m

mic1
100Hz

83/70 80/60 79/64 84/63 80/65 77/65

mic2 84/60 81/62 84/68 81/62 82/64 83/62

mic1
150Hz

76/70 72/66 85/72 72/58 73/60 74/56

mic2 74/60 81/64 85/64 78/63 76/57 77/66

mic1
200Hz

84/76 85/71 83/77 79/74 78/69 79/68

mic2 83/72 83/68 84/70 84/68 81/72 78/68

mic1
250Hz

80/68 79/72 78/73 79/74 80/64 78/64

mic2 75/64 80/74 80/74 80/76 79/70 78/64

mic1
300Hz

78/67 76/74 76/73 72/66 71/62 74/70

mic2 83/69 78/69 80/59 75/73 69/68 79/62

mic1
350Hz

82/79 79/66 80/68 69/68 71/66 80/76

mic2 80/79 80/66 76/67 75/64 76/71 78/74

mic1
400Hz

78/64 75/62 82/75 72/60 71/64 76/70

mic2 82/66 74/66 82/72 67/64 78/66 77/73

  광대역 도로소음을 사용한 실험에서는 4개의 m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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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사용하였다. Figure 13의 mic1, mic2 는 error 

mic이고, mic3, mic4는 후방의 소음감쇄 효과를 보

기 위한 monitor mic이다.

Figure 15 error-mic and monitor mic

  Table 2는 1 x 2 x 2, 광대역 도로소음으로 실험 

한 결과이다. 실험에 사용한 광대역 도로소음으로는 

한국도로공사에서 제공한 1분 분량의 고속도로 소음

을 사용하였다.

Table 2 road-noise multi-channel result

before control after control

mic1

mic2

mic3

mic4

  Pure-tone 실험에서는 주파수 특성과 error mic

의 위치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전반적으로 다양한 

위치에서 고른 소음감쇄 효과를 보였다. 100Hz일 

때 평균 17.8dB이 감쇄를 나타내며 가장 큰 감쇄효

과를 보여주었고, 전체적으로는 평균 10.2dB가 감쇄

하였다. 광대역 도로소음을 사용한 실험의 경우, 제

어가 어려운 소음이지만 빠르고 안정적인 수렴을 하

며 5~10dB의 감쇄효과를 보여준다. 또한 제어위치 

후방의 monitor mic의 위치에서도 3~5dB의 감쇄효

과가 있었다.

3. 결  론

  단일채널과 멀티채널의 소음제어 실험을 비교했을 

때 평균적으로 단일채널의 소음제어 실험에서 소음

감쇄 효과가 약 5dB정도 더 크게 나타났다.

   Pure-tone을 사용한 멀티채널 실험에서는 주파

수 특성과 error mic의 위치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전반적으로 다양한 위치에서 고른 소음 감쇄 효과를 

보여준다. 100Hz일 때 평균 17.8dB가 감쇄했으며 

전체적으로 평균 10.2dB의 감쇄 효과가 있었다.

  광대역 도로소음을 사용한 실험의 경우 제어가 어

려운 소음임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이며 빠른 수렴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전체적으로 평균 5~10dB의 감

쇄 효과가 있었으며 error mic 뒤쪽의 monitor mic

에서도 3~5dB정도 소음이 줄어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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