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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자동차의 무게 감소, 탑승자의 안락함과 정숙함, 그리고 연비의 향상 등을 해 소음을 감

하는데 있어 흡음재와 차음재를 사용하는 기존의 수동 인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능동 으로 감소시키는 방

법을 제안하 다. 제안한 방법은 기존의 능동소음 제어기를 향상시킨 것으로서 양방향 제어 알고리듬을 사용

하는 새로운 제어기이다. 제안한 알고리듬은 계산양의 증가가 거의 없고, 구 이 간단하고 안정 이며, 수학

으로도 해석이 용이한 장 이 있다.

자동차 엔진소음에 한 모의실험을 통해 양방향 제어기의 소음감쇠 성능을 순방향제어기와 역방향제어기

의 성능에 해 비교한 결과 시간 역과 주 수 역에서 양방향제어기의 소음감쇠 성능이 우수함을 확인하

으며, 임펄스성의 간섭이 유입되거나 2차 경로의 응답이 변화하는 경우에도 가장 좋은 성능을 보여주었다.

ABSTRACT

In this paper, a new active noise control method was proposed to decrease a weight of car, and to increase a fuel efficiency 

and to provide passengers’ comfort and calmness, instead of a passive noise control method such as sound absorbing and 

insulating materials. The proposed method is an enhanced active noise controller operating by a bidirectional control algorithm. The 

algorithm is simple to implement and available to analyze mathematically with nearly equivalent complexity of computation. 

Through simulations for engine noises of a car, the proposed controller was verified that its performances of time and frequency 

domain were superior to those of both feedforward and feedback controllers, and it had better capability of controlling the noises 

when the impulsive disturbance was flow in and the response of secondary path was vari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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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재  세계 으로 자동차에 한 수요가 증하고 

있으며, 자동차는 단순한 교통수단의 기능을 넘어 탑승

했을 때의 정숙성  평안한 승차감을 요구받고 있다. 

한, 경제 인 측면에서 자동차의 무게를 경량화 하는 

연구가 많이 이루어졌다. 최근 10년 동안 아이들링 시 

자동차 소음은 5～6 [dB], 가속 소음은 5～10 [dB]의 

http://dx.doi.org/10.13067/JKIECS.2014.9.9.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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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능동소음제어의 원리
Fig. 1 Principle of active noise control

감이 이루어졌는데, 이는 소음/ 진동 워트 인

의 개발과 새시 부품의 최 화  고강성 차체, 그리

고 흡음재와 차음재의 최 화를 통해 구 된 것이다

[1]. 한, 최근 고유가  친환경 정책으로 인해 차량

개발에 있어서 연비 향상 문제가 크게 두되고 있다. 

이는 주로 자동차의 무게  소음 진동과 련 있는 

문제로서 무게를 경량화 시키거나 흡음재나 차음재의 

최 화를 통해 연비를 향상시키는 노력이 부분이다. 

그러나, 이러한 흡음재나 차음재는 상당한 무게를 가

시키므로 자동차의 무게를 감소시키는데 한계가 있

으며, 연비를 향상시키는 효과도 그리 크지 않다.

따라서, 이러한 흡음재나 차음재를 사용하는 수동

인 방법보다는 소음을 능동 으로 감소시키는 방법

이 효과 이며, 경제 인 측면에서도 이득이다. 능동

소음제어는 그림 1과 같이 제어가 가능한 부음원(se-

condary source)을 사용하여 소음에 해 동일 크기

와 반  상의 인공 음을 발생하여 원래의 주소음원

(primary noise source)에 의해 발생된 소음 역을 

인공 음과 첩시킴으로써 정음 하는 원리이다. 정음 

하는 효과는 주소음원과 부음원의 기하학 인 배치와 

특성  환경, 그리고 주소음원에 의해 생성되는 역

의 주 수 스펙트럼 등에 의해 좌우된다. 이때, 주소

음원에서 제어할 역까지의 음향학 인 경로가 시간

에 따라 변화하므로 제어하는 시스템은 이러한 변화

에 응할 수 있어야 한다.

자동차에 한 능동소음제어 기술의 용은 1990년

 닛산 블루버드 모델부터 양산화가 시작되었다. 

그림 2. 양방향 Filtered-x LMS 알고리듬의 원리
Fig. 2 Principle of bidirectional filtered-x LMS 

algorithm

2000년  이후로 혼다, 도요타, 닛산, GM사 등 여러 

회사에서 양산 용 이다. 자동차의 여러 소음  주

로 300Hz 이하의 엔진 부  역의 소음 감을 목

표로 하며, 이는 연비를 향상시키는 효과를 낸다. 

BMW사에서는 능동제어기술을 활용하여 역동 인 가

속음을 구 하 다고 발표하 는데, 가솔린 엔진에 비

교하여 부족한 디젤 엔진의 주행음을 크게 증폭시키

는 역할도 한다.

능동 소음 제어 기술을 자동차의 소음을 감시키

는데 용하기 해서는 응 제어기의 성능이 요

하며 이러한 응 제어기를 구동하는 응 제어 알고

리듬을 사용하는 것이 일반 이다. 가장 표 인 알

고리듬으로서는 최소 평균 제곱 알고리듬(Least Me-

an Square, LMS)을 들 수 있는데, 구 이 간단하고 

안정 이며, 수학 으로도 해석이 용이하다. 하지만 

응 제어기 뒷단에 존재하는 2차 경로 는 오차 경

로 때문에 그 성능이 떨어지게 된다. 즉, 반 으로 

수렴속도를 감소시키며, 잔여 에 지가 증가하여 제어

기가 불안정하게 된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하여 많

이 사용된 알고리듬이 LMS 알고리듬을 발 시킨 

Filtered-x LMS 알고리듬이다[2]. 그러나 이 알고리

듬도 수렴속도가 느리고, 특히, 2차 경로의 변화에 

처하는 능력이 떨어지는 단 을 가지고 있다. 이를 해

결하기 해 많은 논문이 발표되었는데, 이들 논문에

서 제시한 방법은 계산 양이 많고, 음성신호에 해 

제한 으로 사용되었으며, 신호에 해서 미리 측정해

야 하는 등의 단 을 가지고 있어 소음제어 분야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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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자동차 소음을 감시키는 능동소음제어기의 
체 인 구조

Fig. 3 Overall structure of active noise controller 
attenuating noises in a car

효율 으로 사용되지 못하 다[3-8].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계산 양의 증가가 거의 없

고, 신호에 해 미리 측정해야 하는 등의 단 을 없

앤 새로운 알고리즘을 제안한다. 이 알고리듬은 그림 

2와 같이 역방향 (feed-back) 제어 알고리듬의 궤환 

오차신호를 순방향(feed-forward) 제어 알고리듬의 참

조신호와 결합한 이른바 “양방향 (Bi-directional)” 형

식의 알고리듬으로 구성된다. 역방향 제어 알고리듬은 

순방향 제어 알고리듬의 단 인 느린 수렴속도를 향

상시키거나 상 도가 있는 참조신호를 얻을 수 없을 

때 사용한다. 하지만 역방향 제어 알고리듬은 주어진 

역폭에서 제한 인 이득을 얻을 수 있는 이득- 역

폭 제한의 단 과 제어기가 불안정하다는 단 이 있

다. 이 문제는 체 인 구조를 순방향 제어 알고리듬

의 형식을 따르게 하여 안정 인 알고리듬으로 해결

할 수 있다. 한, 계산 량 측면에서 기존의 알고리듬

에 비해 덧셈과 곱셈이 한번 필요할 뿐 많은 계산 량

의 증가가 없다는 장 이 있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II장에서 양방향 제

어 알고리듬에 하여 논하고, III장에서는 제안한 양

방향 제어 알고리듬의 성능을 모의실험을 통해 증명

하 으며, Ⅳ장에서 결론을 맺었다.

Ⅱ. 양방향 응 제어기

그림 4. 양방향 Filtered-x LMS 알고리듬의 구조
Fig. 4 Structure of bidirectional filtered-x LMS algorithm

자동차의 엔진소음을 감시키는데 사용하는 응

제어기의 체 인 구조는 그림 3과 같다. 자동차에는 

소음을 유발하는 많은 요인이 있는데, 엔진에서 유발

되는 엔진소음, 차량 배기구를 통해 유발되는 배기계 

소음, 타이어 소음, 도로 소음 등이 있다. 이들 소음은 

그 원인과 특성이 서로 상이하며, 특히, 차량의 실내

에 존재하는 소음은 차량의 종류, 주행상태, 도로조건 

등에 따라 매우 복잡한 특성을 나타낸다. 소음을 수동

으로 감시키는 흡음재나 차음재마 도 소음의 특

성에 향을 다. 따라서, 모든 소음들을 함께 해석

하고 분석하기에는 아직 기술이 미흡하므로 본 논문

에서는 엔진소음에 집 하여 소음을 감시키는 제어

기를 제안하 다. 제어기는 제안한 양방향 Filtered-x 

LMS 알고리듬을 사용하며 그 구조는 그림 4와 같다.

그림 4에서 제어기가 FIR 필터로 구성되고, n 번째 

표본에서 i 번째 계수가 이라고 한다면 제어기

의 출력은 다음과 식 (1)과 같이 표 할 수 있다.

 




   (1)

여기서  는 응 FIR 필터의 계수 개수이며, 와 

는 각각 원래의 참조신호와 오차신호의 가  계수

이다.

오차 센서의 출력 은 주신호 과 부음원

출력의 합과 같다. 여기서 부음원 입력부터 오차 센서 

출력까지의 달함수를   차수의 FIR 필터로 모델링

한다면,   번째 계수는  이며, 오차신호는 다음의 

식 (2)에서 식 (5)와 같이 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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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주경로의 응답(a)과 2차경로의 응답((b),(c))
Fig. 5 Response of primary path(a) and responses of 

secondary path((b),(c))

  




 (2)











 

∙  (3)













∙   (4)











 ∙ (5)

체 오차는 다음의 식 (6)과 같이 정의한다.

  ≒ (6)

여기서 ∙는 평균값이다. 가 된 참조신호 

가 어도 주신호 d(n)과 상 성이 있다면 

 의 값을 감소시키는 것이 가능하다. 체 오차는 

필터 계수에 해 2차 함수 (quadratic function)이고, 

 를 최소화시키는 데 필요한 최 의 계수 값은 반복

으로 기울기 하강 방법(gradient descent method))

에 의해 계산될 수 있다.

기울기 벡터(gradient vector)는 다음의 식 (7)에서 

식 (9)와 같이 계산된다.

∇ 


 


(7)

여기서 




  (8)






  (9)

는 “가 된 필터링 참조 신호 (weighted 

filtered reference signal)”라 불리며, 가 된 참조 신

호와 가 된 오차 신호가  표본만큼 지연되어 부음

원에 인가되었을 때 센서에서 측정되는 신호를 의미

한다. 필터 계수가 매 표본마다 기울기의 순간 인 음

수 값에 비례하여 변화 는 응된다면 다음과 같이 

필터 계수 값을 계산할 수 있는 식을 얻을 수 있다.

 ∇ (10)

  (11)

′  
′   (12)

여기서 는 응 속도와 안정성을 결정하는 라

미터이며, ′ 와 ′ 는 각각 원래의 참조

신호와 오차신호의 가 치를 결정하는 라미터이다. 

한, 와 는 각각 순방향 속성의 필

터링된 신호와 역방향 속성의 필터링된 신호를 나타

내며, 다음과 같이 표 된다. 

 




  (13)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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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의 참조신호에 해 가 치 라미터를 0으로 

주면 (6)식은 Filtered-error LMS 알고리듬과 동일하

며, 오차신호에 해 가 치 라미터를 0으로 주면 

(6)식은 Filtered-x LMS 알고리듬과 동일하다[2]. 제

안한 하나의 알고리듬을 가 치 라미터에 따라 두 

가지 알고리듬의 특성을 살리도록 조 할 수 있다. 

Ⅲ. 모의 실험

3.1 모의실험 환경

자동차의 엔진소음을 감시키는 모의실험을 해 

그림 3과 같은 환경을 구축하 다. 자동차 실내의 엔

진소음을 제거하기 한 정음화 역으로 운 자 좌

석을 선택해 오차센서를 치시켰으며, 참조신호를 

자제어장치(ECU))에서 픽업할 수 있도록 구성하 다. 

즉, 엔진 화 신호를 응 제어기의 입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 으며, 자동차 실내의 오차 센서의 출력

신호를 주신호로 사용하 다. 참조신호와 주신호는 모

두 300 [Hz]의 차단주 수를 가진 역통과필터를 통

과시켰으며, 1000 [Hz]의 샘 링주 수로 4 정도의 

그림 6. 시간 역에서의 엔진소음 감쇠성능 비교
(a) 소음제어 의 주신호 (b) 순방향 제어기의 성능 
(c) 역방향 제어기의 성능 (d) 양방향 제어기의 성능
Fig. 6 Comparison of engine noises in time domain

(a) Primary signal before control 
(b) Performance of feedforward controller 
(c) Performance of feedback controller 

(d) Performance of bidirectional controller

그림 7. 주 수 역에서의 엔진소음 감쇠성능 비교
(a) 소음제어 의 주신호 (b) 순방향 제어기의 성능 
(c) 역방향 제어기의 성능 (d) 양방향 제어기의 성능
Fig. 7 Comparison of engine noises in frequency domain

(a) Primary signal before control 
(b) Performance of feedforward controller
(c) Performance of feedback controller 

(d) Performance of bidirectional controller

그림 8. 시간 역에서의 엔진소음 감쇠성능 비교
(a) 소음제어 의 주신호 (b) 순방향 제어기의 성능 
(c) 역방향 제어기의 성능 (d) 양방향 제어기의 성능
Fig. 8 Comparison of engine noises in time domain

(a) Primary signal before control
(b) Performance of feedforward controller
(c) Performance of feedback controller

(d) Performance of bidirectional controll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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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시간 역에서의 엔진소음 감쇠성능 비교
(a) 소음제어 의 주신호 (b) 순방향 제어기의 성능 
(c) 역방향 제어기의 성능 (d) 양방향 제어기의 성능
Fig. 9 Comparison of engine noises in time domain

(a) Primary signal before control 
(b) Performance of feedforward controller 
(c) Performance of feedback controller 

(d) Performance of bidirectional controller

샘 을 표시하 다. 한, 부음원에서 오차센서까지의 

응답을 측정하기 해 상 도를 이용한 Hadamada 

변환 방법을 사용하 다[9]. 이 변환 방법을 이용하여 

추정된 자동차 실내에서의 2차 경로 응답은 그림 5와 

같다. 제어기로서는 FIR 필터를 사용하 으며, 사용한 

필터 계수의 개수는 64개이며, 2차 경로의 계수 개수

도 64개이다. 한, 수렴계수와 필터계수의 개수 등 

순방향 제어 알고리듬과 역방향 제어 알고리듬, 그리

고 제안한 양방향 제어 알고리듬을 동일한 환경 하에

서 서로 비교하 다.

3.2 엔진소음의 감쇠성능 비교

다양한 자동차 엔진소음에 해 실험하기 해 엔

진 회 수(Rotations per Minutes, RPM)를 변화시켰

는데, 엔진소음은 RPM의 변화에 많은 향을 받는다. 

본 실험에서는 3000 [RPM]에서 5000 [RPM]까지의 

변화를 주어 소음제어 실험을 수행하 다. 그림 6은 

자동차 엔진소음의 감쇠성능을 시간 역에서 나타낸 

것으로서 순방향 제어 알고리듬과 역방향 제어 알고

리듬, 그리고 제안한 양방향 제어 알고리듬을 동일한 

환경 하에서 서로 비교한 결과이다. 양방향 제어기를 

사용한 결과가 수렴속도도 가장 빠르고 감쇠성능이 

우수함을 알 수 있다. 그림 7은 자동차 엔진소음의 감

쇠성능을 주 수 역에서 력 도스펙트럼(Power 

Density Spectrum, PDS)으로 나타낸 것으로서 역시 

양방향 제어기를 사용한 결과가 감쇠성능이 가장 우

수함을 알 수 있다. 양방향 제어기의 성능이 순방향 

제어기보다 특정 주 수에서 약 40 [dB], 그리고 체

으로 약 20 [dB] 정도의 향상된 감쇠성능을 보여주

었다. 그림 8은 소음제어기가 동작하는 도 에 임펄스

성의 외부 간섭이 유입된 경우 수렴성능이 어떤 변화

를 보이는지를 실험한 결과이다. 역시 양방향 제어기

를 사용한 결과가 순방향 제어기보다 수렴속도도 빠

르고 감쇠성능이 우수함을 알 수 있다. 그림 9는 소음

제어기가 동작하는 도 에 2차 경로가 변화하는 경우

에 성능의 변화를 실험한 결과이다. 2000번째 표본에

서 그림 5의 (b)의 응답을 (c)의 응답으로 교체하

다.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순방향제어기는 2차 경로

의 변화에 민감하여 수렴특성이 악화되는 반면에 양

방향제어기는 그러한 변화에 향을 덜 받으며 수렴

함을 알 수 있다. 한, 체 으로 역방향제어기는 

순방향제어기보다 좋은 성능을 보여주지만, 제어기가 

불안정하여 오차신호가 발산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

다. 따라서, 양방향제어기가 순방향제어기와 역방향

제어기보다 안정성을 유지하면서 좋은 성능을 내는 

제어기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Ⅳ.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자동차의 안락함과 연비의 향상 등

을 해 소음을 감하는데 있어 흡음재와 차음재를 

사용하지 않고 능동 으로 감소시키는 방법을 제안하

다. 제안한 방법은 제거하려는 소음(noise)에 해 

인공 으로 부음원에 의한 반소음(anti-noise)을 발생

시켜 첩시킴으로써 소음을 제거하는 기술이다. 반소

음을 발생시키기 해 새롭게 제안한 양방향 제어 알

고리듬을 사용하 으며, 이는 기존의 능동소음제어 알

고리듬을 향상시킨 것이다. 제안한 양방향 제어 알고

리듬은 계산 양의 증가가 거의 없고, 구 이 간단하고 

안정 이며, 수학 으로도 해석이 용이하다.

모의실험을 통해 자동차 엔진소음에 한 양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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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어기의 소음감쇠 성능을 순방향제어기와 역방향제

어기의 성능과 비교하 다. 시간 역과 주 수 역에

서 양방향제어기의 소음감쇠 성능이 가장 우수함을 

확인하 으며, 임펄스성의 간섭이 유입되거나 2차 경

로의 응답이 변화하는 경우에도 가장 좋은 성능을 보

여주었다. 

끝으로 제안한 양방향 알고리듬은 여러 응제어 

분야나 소음제어 분야에 리 쓰일 수 있으며, 그 가

능성이 많다 할 수 있다.

차후 양방향 제어기나 양방향 알고리듬에 한 정

한 수학 인 해석을 통해 수렴  과도 특성, 그리

고 여러 가지 특성을 연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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