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덕트 내의 소음 저감을 위한 능동음질제어 

Active Sound Quality Control for Reduction of Duct Noise  

김동일*·이영섭*†
 

Dong-Il Kim, and Young-Sup Lee 

 
1. 서

§
 론 

ANC 시스템은 보통 소음신호에 대하여 최대감쇠

를 추구하도록 디자인되어 있다. 즉, 일방적으로 소

음을 줄이는 것이 그 목적이므로, 경우에 따라서는 

능동소음제어를 동작시키면 불편한 조용함이 발생

하기도 하여 몇몇 응용들에서는 작은 잔류소음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다. 이러한 요구는 능

동소음 이퀄라이저(active noise equalizer, ANE)를 

포함하는 ANC 시스템 개념의 확대를 가져온다(1).  

이러한 ANE 를 이용한 능동음질제어(active 

sound quality control, ASQC)시스템은 소음감쇠 정

도를 제어함으로써 일방적으로 소음을 감쇠시켜 조

용한 불편함을 주는 일반 ANC 시스템의 해결책이 

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아크릴로 구성된 

원통형 덕트에 FxLMS 알고리듬을 사용한 ANC 시

스템과 ANE 를 이용한 ASQC 시스템을 구현하여 

이를 비교 분석하였다. 

2. ASQC 시스템 

2.1 ASQC 시스템의 개념 

일반적인 FxLMS 알고리듬을 사용한 ANC 시스

템에 Fig. 1 과 같이 음질제어요소 β를 이용하여 

출력 단의 제2경로 스피커로 전달되는 신호의 크기

를 조절하여 능동음질제어를 적용한다. 

ASQC 시스템에서 적응필터의 출력 y(n)은 출력

파트와 균형파트 두 갈래로 갈라지고, 각각의 경로

에 음질제어요소로 (1 −β)와 β가 추가하여 출력 

값과 오차 값의 조정을 가능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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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Block diagram of ASQC system.  

  

이때 시스템의 출력인 실제 오차신호 e(n)은 다음

과 같다. 

 () = () − () (2.1) 

 

여기서 e′(n)은 의사오차(pseudo error) 신호이다. 

그리고 ASQC 시스템은 오차 마이크로폰의 출력인 

실제 오차신호 e(n)을 최소화시키는 대신에 의사 오

차신호 e′(n)을 최소화시킨다.  

즉, 실제 오차신호 e(n)대신 의사오차신호 e′(n)을 

FxLMS 알고리듬에 적용한 수식은 다음과 같다. 

 ( + 1) = () + ()′() (2.2) 

 

제어필터가 수렴된 후에 e′(n)이 최소화되면, 실제 

시스템의 출력 e(n)은  

 () ≈ () (2.10) 

 

이 되고 이제 실제 오차신호 e(n)은 음질제어요소 

β에 따른 잔류 소음 요소를 포함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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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ASQC 시스템 구성 

 

 
Fig. 2. A picture of ASQC system configuration.  

 

실제 덕트에서 ASQC 시스템의 구현 및 장비의 

구성사진을 Fig. 2에 나타내었다. 

먼저 mp3 player에서 전달되는 신호는 제1경로 

스피커로 전달되어 덕트를 통해 흐르게 된다. 동시

에 DSP로 전달되어 참조신호 x(n)이 되어, 오차마

이크로폰을 통해 얻는 오차신호 e(n) 과 함께 DSP

내부에서 ASQC 시스템의 알고리듬에 따라 처리되

어 제어필터를 적응시키고, 출력신호 y(n)을 생성시

켜 제2경로 스피커로 출력한다. 위의 일련의 과정들

을 반복하여 본 시스템이 구동된다. 

 

2.3 플랜트 분석 

 

 
Fig. 3.  Estimate of the primary path and secondary 

path for the plant analysis. 
 

플랜트 분석을 위하여 제 1경로 전달함수 추정치

와 제 2경로 전달함수 추정치를 백색소음을   입력

신호로 이용한 system identification 과정(2)을 통하

여 구해내어 Fig. 3에 나타내었다.    

 

 

 

 
Fig. 4. Error signals using various  values. 

 

또한 Matlab 프로그램 상에서 Fig. 3의 두 전달함

수 추정치에 ASQC 시스템을 적용하여 그 결과를 

Fig. 4에 나타냈고, 이는 sine 200Hz를 입력신호로 

하여 음질제어요소 β값을 다르게 적용시켜 얻어낸 

오차신호 값이다. β값을 변화시킴으로 오차신호의 크

기를 조절할 수 있음을 볼 수 있다.   

3. 결  론 

기존의 ANC 시스템이 일방적인 소음의 저감에 

무게를 두었다면 ASQC 시스템은 소음 감쇠 정도를 

조절 할 수 있다는 것에 초점을 둔다. 이에 본 논문

에서는 음질제어의 요소를 추가하는 ASQC 시스템

을 이용하여 기존의 시스템을 변경하지 않고도 β라

는 음질제어요소를 이용하여 오차신호 값을 조절함

으로써 소음저감의 정도를 제어할 수 있음을 실험

을 통해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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