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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은 소음원이 여러개 존재할 때 다중입력 다중제어의 능동적응제어에 관한 연구이다. 다중채널 제어의 ANC(Ac- 

tive Noise Control)에 관한 현재까지의 연구는 소음원이 여러개 존재하는 경우, 적옹팔터의 입력신호사이에 상관이 없는 

것으로 가정하고 연구되었다. 그러나 실제는 소음신호의 수신마이크로폰에서 제거하고자 하는 소음신호들 사이에 상관이 

존재하며, 다수개의 소음원 신호를 독립적으로 검출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가 많고 여기에 관한 연구가 불충분하다. 본 연구 

에서는 적웅필터의 입력신호간에 소음원의 상관을 제거하는 상관제거필터를 제안하였다. 제안한 상관제거 필터를 삽입하여 

소음제거 시뮬레이션 결과, 혼합비율을 缶2 = 0.95일 때 상관을 제거한 경우가 약 2배 정도 빠른 수렴속도를 나타냈다.

ABSTRACT

This paper described adaptive ANC(Active Noise Control) systems for noise canacelling in multiple inputs and 

multiple outputs channel. Until this time, it was reported that the study of ANC for the multiple inputs and the mul

tiple outputs had no correlation between input signals of adaptive filters. In fact, it is difficult independently to 

check the noise source signals and insufficient about this study.

In this paper we proposed to use the adaptive filter for eliminating the correlation between input signals. The 

simulation results showed that the convergence rate improved about two times with this filter than that one without 

this filter at the rate 缶2 = 0.95.

L 서 론

최근 생활수준과 주거환경의 향상에 따라 환경소음 

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소 

음의 제거에는 수동제어와 능동제어로 나누어 진다. 

수동제어는 소음원 주변에 흡음재나 차음재를 설치 

하여 소음을 흡음하거나 차음하는 방법이지만, 소음 

원이 크거나 저주파 소음원에 대해서는 만족할 만한 

소음제거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소음의 능동제어 

는 관측점에서 소음의 역위상의 음을 만들어 소음을 

상쇄시키는 방법으로서 Leng에 의해 최초로 시도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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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고, Kempton은 계산기 시뮬레이션으로 일반음장 

에서 능동제어의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1960년에 Wid- 

row와 Hoff는 LMS(Least Mean Square) 알고리즘 

을 제안하여 최적계수를 축차적으로 수정해나가는 방 

법으로서 연산량을 대폭감소하여 실용화되어 현재까 

지도 널리 사용되고 있다. 또한 전자계산기의 발달과 

함께 고속의 디지탈 신호처리 프로세서로 적용필터 의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소음의 능동제어가 성행하고 

있다.

현재의 능동소음제어 시스템의 대부분은 적응필터 

를 이용한 피드 포워드 제어방식이고 알고리즘으로 

서는 Filtered-X LMS 혹은 MEFX(Multiple Error 

Filterd-X) LMS를 이용한 다점채널 제어 시스템에 

관하여 연구가 많이 행해지고 있다⑴. 이들 연구에서 

소음원이 다수개 존재하는 음장에서 다입력 다제어 

점의 ANC에 관한 기존의 연구는 적응필터의 입력신 

호간에 상관이 없다는 가정아래 연구를 수행하고 있 

다. 그러나 실제는 제거할려는 소음신호간에 서로 상 

관이 있게되고, 소음원의 신호를 독립적으로 검출하 

는 것이 곤란한 경우가 많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적응필터의 입력신호간에 상관이 있는 경우를 대상 

으로 이론식의 유도 및 시뮬레이션을 행했다. 또 적 

응필터간의 상관을 제거한 경우에 얻어진 효과에 관 

해서도 시뮬레이션에 의해 검토했다.

□ . 소음의 적응제어 알고리즘

D.1 다중소음원의 제어 알고리즘

이 연구에서 설정한 다수개의 소음원이 존재하는 

음장의 다입력 다제어점의 ANC 시스템은 Fig.l과 같 

다. Fig.l에서 음장의 소음원수는/, 참조신호의 수음 

마이크로폰수는 K, 적응필터의 입력수는 K 제어용 

신호의 스피커수는 M, 음장의 오차측적용 마이크로 

폰 수는 L로 표시 한다. Clm은 Z개 의 스피 커 와 M개 의 

마이크로폰사이의 전달함수이고, 는 Z•개의 마이 

크로폰과 /개의 소음원사이의 전달함수를 나타낸다. 

아래에서는 CASE[Z, K. M. Z]로 나타낸다. Fig.l의 

B/b부분을 Fig.2(a)에 상세하게 나타내어 신호의 상 

관성에 관해 기술한다.

여기서 Fig.2의 折는 소음원，에서 참조센서 为까지 

의 임펄스 응답을 나타낸다.

Noise Reference
sources signals

S l(n) U)

S 2(n) U)

； t bH<n)

S 1 (n) U)

CO

CO
I II
CO

X 1 (n)

X2(n)
III

XK(n)

bll(n)

(b)

S l(n> U)I --- Xl(n)

S 2(n) U)- --------------------------- ■一 X2(n)

； ! bfct(n)
S l'(n) O --------------bl，n)

11

―-c匚그

■1
Xl(n)

S m O ------吳------ -co X 心

(c)
Fig.2 Specification, of block B.

Fig.l Block Diagram of ANC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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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2(a)에서 X개의 참조신호의 수음 마이크로폰 Tn T12 - • Tu Cn C12 • -c1L
의 출력신호는 7개의 소음원(X2/) 신호가 혼합하기 丁22 * , Tzi C21 C22 , ,Czl

때문에 서로 상관이 있게 된다. 이 때 각 참조 마이크 T = C =

로폰의 출력신호는 식 (1)과 같이 표시된다. Tli Tl2 - -Tli Cli Cl2 " , Clm

Xi

&
=

Bn

B21

S12 -

B22 "

%

B21

Si

S2
(1) W=

^21
W12 ,

♦

• W\K

• W-2K
B =

Bn 

&i

如"

B22 " , B21

Xk Bki Bk2 .. Bki & wMi Wm2・ '0如K Bki Bk2 " • Bki

식(1)에서 Xi, X2, X* 는 참조신호의 수음마이 

크로폰의 출력신호의 스펙트럼이고, Bn는 소음원과 

마이크로폰 사이의 임펄스응답의 주파수 스펙트럼, 

그리고 S, &, &는 소음원의 주파수 스펙트럼이 

다. Z개의 소음원이 있고 참조신호의 마이크로폰출력 

이 서로 상관없이 소음원과 1대1 대웅하면 독립적인 

참조신호를 얻는 것이 가능하다. 이런 경우 Fig.2(b) 

와 같이 구성되고 식(1)에서 = 로 되어 

식(2)와 같이 표시된다⑵. 그리고 Fig.2(c)는 소음원 

이 하나만 존재할 경우이다.

0

B,

Si

S,

(2)

Fig.l에서 에러신호 E를 주파수영역에서 검토하면 

다음 식이 성립한다.

Eh = Tu Sn + Ali + Clm Wmk Bki Sli (3)

여기서

£li = E{= [£i, E2, Ei ]

S/i = sf = [Si, Sa, Si]

成1 = £ = [&, Az, At ]

은 Z개의 에러측정용 마이크로폰에서 얻어지는 

신호를 벡터로 표시하고, 血은 Z개의 오차측정용 마 

이크로폰에서 얻어진 외부소음 신호를 나타내고, Si 
는 참조신호의 마이크로폰 출력에서 7개의 소음신호 

를 벡터로 표시한 것이다. 또 Tu, Clm, Wmk, Bki는 

다음과 같이 표시 된다.

Cw은 M개의 2차음원에서 Z개의 오차측정용 마이 

크로폰까지의 음향전달함수를 나타내고, 网似는 적응 

필터의 전달함수를 나타내며, 诳,는 /개의 1차음원에 

서 K개 참조신호 마이크로폰까지의 전달함수를 나타 

내는 행렬이다. 여기서 외부소음이 없다면(벡터 Al 
= [0, 0, …, 0]), 오차신호의 파워 f는 식⑷과 같이 

된다.

^ = EHE (4)

= Sh\_Th + BhWhCh} [T + CWB} S

적응필터가 최적해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다음 식 

이 성립해야 한다.

식(5)의 조건에서 적응필터의 최적해를 구하면囱 

다음과 같이 된다.

W*=-[_C HCy1CHTBH[BBHy1 (6)

여기서 H는 헬미트 전치를 나타낸다.

는 C의 좌역행렬이고, 砰[33矿广은 日의 우역행렬 

이다. 행렬 C, B가 정방행렬이고, 그 역행렬이 존재 

하는 경우, 식 (6)은 다음과 같이 간단하게 된다.

俨=-(厂睥-1 (7)

최적해 卬*를  식(4)에 대입하여 다음식이 얻어진다.

gmin = 0 (8)

식 (8)에서 행렬 C, B가 정방행렬이고, 그 역행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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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하는 경우 소음을 완전히 제거할 수 있다.

n.2 2차음원에서 오차측정용 마이크로폰사이의 전 

달특성의 영향

여기서 전달함수행렬 C의 특성만을 고려하기 위해 

전달함수행렬 B를 단위행렬로 둔다. 이 때 C를 정방 

행렬이라 가정하면, 식 (6), (7)의 처적해는 식(9), 

(10)으로 된다.

W*=-\.C HCYXCHT (9)

W*=-C~ 1T (10)

이 때 C와 의 역행렬이 존재하지 않는 주파수 

점에서는 최적해 W* 가 얻어지지 않고, 그 주파수에 

서 소음제거가 되지 않는다. 2차음원이 2개, 오차측 

정용 마이크로폰이 2개0 = 肱 = 2)인 경우 Fig.3과 

같다.

Secondary
Sozirrces

Error
Sensors

y l(n)

yz(n)

e 1 (n)

e 2(n)

Fig.3 The C that 2 secondary sound sources and 2 error 

checking microphones.

전달함수행렬 c는 다음식과 같이 된다.

c=[ Cn C12 1 (11)

L C21 Cz? J

c의 역행렬이 존재하지 않는 어떤 주파수점에서 행 

렬식이 제로가 되는 경우는 다음 3가지로 분류된다.

a. 행렬 C의 1행의 모든 요소가 제로(Cn=0, Ci2 = 

0). 이 것은 2차음원에서 에러 마이크로폰 甘1까 

지의 전달함수가 공통 제로점을 가지는 경우이다.

b. 행렬 C의 1열의 모든 요소가 제로(Cn=0, C2i 

= 0). 이 것은 2차음원 #1에서 2개의 에러 마이 

크로폰까지의 전달함수가 제로(2차음원에서 음 

의 방사 파워가 0).

c. a, b를 제외한 경우 행렬식이 제로(Cn/C2i = Ci2/ 

C22). 이 것은 2차음원에서 에러 마이크로폰까지 

전달함수의 전달률이 같은 경우로 2개의 2차음 

원을 사용하여도 그 주파수에서는 1개의 2차음 

원만 사용한 것과 같다. 소음제 거가 완전히 행하 

여 지지 않는다. 그러 나 ANC시 스템의 적 응처리 

에 의해 최소 자승해라는 의미에서 최소화는 달 

성 된다.

종래의 1점제어 연구에서 a, b의 조건은 용이하게 

유추가 가능하지만 실제 a, b가 생기는 경우는 적다. 

c의 조건은 종래는 고려 하지 않았지만 실제 경우에 일 

어나기 때문에 다점제어를 행할 경우에는 충분히 주 

의할 필요가 있다.

n.3 소음원에서 참조마이크로폰사이의 전달특성의 

영향

2차음원에서 오차측정용 마이크로폰사이의 전달함 

수행렬 C를 단위행렬로 가정하고 전달함수행렬 B의 

특성만을 고려한다. 소음원 신호와 참조신호의 수음 

마이크로폰사이의 전달함수행렬 B의 행렬식이 정방 

행렬인 경우 식 (6), (7)은 식 (12), (13)으로 된다.

W*=  -TBT[BBHy1 (12)

W*=-TB~ l (13)

여기서 B와 역행렬이 존재하지 않는 주파수점 

에서는 최적해 W*7\  얻어지지 않고, 그 주파수에서 

소음제거가 되지 않는다. 소음원이 2개, 참조신호의 

마이크로폰이 2개(Z = K = 2)일 때 B는 Fig.4와 같이 

된다.

Noise 
sources

S 1 <n) O

Reference 
signals

Q二5

。二I

X l(n)

X2(n)S 2(n)

Fig.4 The B that 2 noise sources and 2 reference signal 

microphones.

이 때 전달함수 행렬 B는 다음식과 같이 표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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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 r缶1仪2
B=[ b2l 为 (14)

B의 역행렬이 존재하지 않는 어떤 주파수점에서 행 

렬식이 제로가 되는 경우는 다음 3가지로 분류된다.

a. 행렬 B의 1행의 모든 요소가 제로(如 = 0, 如 = 

0). 이 때는 소음원에서 참조신호 마이크로폰사이 

의 전달함수가 공통 제로점을 가지는 경우이다.

b. 행렬 B의 1열의 모든 요소가 제로(如 = 0, b2i = 
0). 이 때는 소음원이 참조신호 마이크로폰사이 

의 음향신호가 전달되지 않는다.

c. a, b를 제외한 경우 행렬식이 제로(如/为 =妃/ 

622). 이 때는 소음원에서 참조신호 마이크로폰 

사이의 전달함수의 전달율이 같은 경우로서 2개 

의 참조신호를 사용하여도 그 주파수에서는 1개 

의 참조신호만 사용한 것이 되어 소음제거가 완 

전하게 행해지지 않지만 LMS에 의해 최소화는 

실행된다.

in. 상관제거 필터

Fig.5는 CASE[2, 2, 2, 2]일 때의 블록 타이어그 

램으로서 각 참조신호의 수음마이크로폰의 출력신호 

는 소음원 신호와 참조신호사이에 상관이 있게 된다. 

여기서 적응제어이론〔7131에 의해 Fig.5에서 첫번째 

의 참조센서의 출력 신호 Xi(s)뒤에 Fig.6에 표시한

것과 같이, 적응 필터를 삽입하면 Fig.6의 서로 상관 

이 있는 두 신호 X?는 필터 G에 의해 Xi에서 %2

의 상관부분이 제거되므로 X], X?는 서로 상관이 없 

게 된다. 상관이 있는 성분을 제거한 경우에 얻어지 

는 효과에 관해서 검토한다.

Noise source 初

.Voise source #2

Xi(n) + e X'lm
，①一------- --------- '眸F―一”
/ Referencesignul 袒 ____/

r{Gj-一

、.X如I — X即

2 Reference
signal #2

Fig.6 The correlation elimination filter.

Fig.6에 표시한 전달계의 상관제거필터의 입력벡 

터 X13), 乂2(沥는 다음과 같이 표시된다.

Xi(«) = [%i(w —1)…%i(n —N + l)]r (15)

XzM = [*20z)  以粋— 1) … *2 어fv+l)r (16)

신호 x^n) 地3)는 다음과 같이 표시된다.

%\(n)=妬 S-[(n) + 缶2 S^in) (17)

Fig.5 Block diagram of CASE[2, 2,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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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2(«) =Z>21 Si(m) +Z>22 S2(w) (18) 을 Fig.7에 나타낸다. 이 때 식 (3)은 식 (26)으로 된다.

추가된 상관제거필터 (이하에서는 필터 G라 부른다) 

의 최적해 G* 는 벡터형식으로 다음과 같이 표시된다.

RG*  = P G*=-RTp  (19)

Eli = Tli S/i + Au + Clm Wmk Gkj Bji Sn (26)

식(4)와 같은 모양으로 적응필터의 최적해는 식(27) 

으로 된다.

여기서 R는 필터입력의 자기상관행렬, F는 희망응 W*=-[C HC]~1 CH TBh[BBh]~1 GH[GGH]t
답과 입력과의 상호상관행렬 벡터이고, 식(20), (21) 

에 의해 표시된다⑼.

砂1 +施2 0

R = E[X2(”)x；S)]=

0 ^>21 + 22

(20)

P = £[xi(n) x[(，z)] =

xi(m) x2(n)
xi(n) x2(.n-l) 

E

xi(w) x2(n-N+l)

bn bi\ + b\2 但2

0

0

(21)

(27)

행렬 C, B, G가 정방행렬이면 식(27)은 식(28)로 

간단히 된다.

W*=~C~ 1TB~1 G^1 (28)

행렬 C, B. G의 역행렬이 존재하면, 최적해 W* 를 

cost함수 f에 대입하면 (29)식이 얻어진다.

^min = £ = 0 (29)

Fig.l과 같은 모양으로 Fig.7에서도 외부소음이 없 

을 때, 에러 마이크로폰 출력에서 소음의 영향은 완

여기서 E□는 기대치를 나타낸다. (19)식의 최적

전히 제거된다.

해 G*  는

G*  = r*p= [g°0... OF

=缶1如+缶2方22
g° ^>21 + *22

로 된다.

Fig.7 Block diagram of control system in experiment.
필터 G를 넣은 경우 출력신호 x'와 입력신호 X와의 

관계는 (24)식으로 된다.

/ Xi(n) \ / 1 -G \ / %i(m) \ 
\ x2(m)丿 \ 0 1 / \ x2(«) / IV. 모의실험 및 그 결과

주파수영역에서 표현하면

X' = G X (25)

로 된다. 이것은 상관이 있는 신호 X를 G에 의해 서 

로 무상관인 X'를 만든 것을 의미 한다. 이 G를 Fig.l 

의 시스템에 넣은 경우의 구성 CASE：/, J, K. M. L]

CASE[2, 2, 2, 2]의 경우에 관해서 시뮬레이션을 

행했다. 입력 소음원은 서로 상관이 없는 백색잡음 

Si(m), &("를 사용하고, 소음제거 스피커에서 에러 

측정 마이크로폰까지의 전달함수 Cu, Ci2, C2i, C22는 

무향실에서 임펄스응답을 측정하여 사용했다. 임펄 

스응답 길이는 256점을 사용했고, Cn = C22, Ci2 = 

C21 이다 (Fig.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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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원에서 참조신호 수음마이크로폰까지의 임 펄 

스응답 3를 혼합의 비율로 하여, 혼합한（서로 상관이 

있는） 소음신호를 참조신호로 사용하여, 제어음장의 

오차측정용 마이크로폰을 2개로 한 경우를 대상으로 

실험하였다.

Fig.9는 妫i = Z>22 = 0.5로 하여（缶1 = 1-缶2）, 파라 

메타 缶2 = 0.55, 0.65, 0.75, 0.85, 0.95로 하여 수렴의 

정도를 비교했다. 그림에서 점선은 필터 G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이고, 실선은 필터 G를 사용한 경우이다. 여 

기서 필터 G를 넣으면 수렴이 빨라진다는 것을 확인 

하였다. 缶2 = 0.95일 때 필터 G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와 비교해 볼 때 60dB까지 떨어지는 점을 기준으로하 

면 약 2배 정도 수렴속도가 향상된 것을 볼 수 있다.

120— I I I_ I r- I -1 I
500 1000

Iteration

両]o

u
p
n
、二 Id

E
V

-°-80 300
Points

-120-

(거) 缶2 = 0.55

600 1000
Iteration

(a)Cn = C22

[dS] o

d
d
-
R
S  

e 숭
 N

(b) % = 0.65

3。 100 200 300
Points

(b) C12 = C21

Fig.8 The jmpulse response of transfer function.

(a)Cu = C22 (b)Ci2 = C2i

-60-

-90-

-120-6 500
Iteration

(c)如=0.7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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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 
0 ■ I •500 

Iteration
1000

u
-

s
s
a
M

c
m

s

 

a
g
o
N

(d)缶2 = 0.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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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力12 = 0.95

Fig.9 The results of noise suppression.

(a) 허2 = 0.55 (b) 缶2 = 0.65 (c) 缶2 = 0.75

(d) />12 = 0.85 (e)缶 2 = 0.95

V. 결론

본 논문에서는 다수개의 소음원이 존재하는 음장 

에서 다입력 다점제어에 관해서 이론식의 유도 및 시 

뮬레이션 결과를 나타냈다. 다중 소음원이 존재하는 

경우, 적응필터의 참조신호 수음마이크로폰 출력신 

호사이에 상관이 있게 되어, 소음신호를 독립적으로 

검출하는 것이 곤란하게 되고 소음제거 속도가 빨라 

지지 않는다. 그래서 서로 상관된 신호의 상관을 제 

거하는 필터 G를 제안하였다. 시뮬레이션 결과에서 

참조신호의 수음마이크로폰 출력신호뒤에 상관을 제 

거하는 필터 G를 삽입하여 소음제거를 행한 결과, b12 
==0.95일 때 상관제거필터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보 

다 수렴속도가 2배 향상되어 제안한 상관제 거필터의 

유효성을 확인하였다. 知의 값이 1이하로 1에 가까워 

질수록 수렴속도가 향상되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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