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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study, we investigate active control of noise transmitted through a window of enclosures  
minimizing the acoustic power. To reduce noise of the enclosures, passive methods with absorbing 
material are generally used. The passive methods, however, are limited use due to the vantilation 
windows. In this case, these windows are path of noise leakage. Feedforward active noise control 
technology is applied to minimize the sound power from the enclosure. The feedforward controller is 
implemented with FIR filter based on the transfer functions calculated numerically. The controller re-
flects the delay due to FIR filter. The noise transmitted through the window is actively controlled, 
and the reduction of the power is obtained by 15dB.

1)1. 서  론

현대사회에서 생활수준이 개선됨에 따라 소음에

서 벗어나 쾌적한 환경에서 살아가고자 하는 욕구가 

증가하고 있다. 또한 산업 현장에서도 소음 환경에 

대해 근로환경에 대해 더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인클

로저 구조물에 환기를 위하여 환기창이 필요하며 이

로 인하여 소음이 구조물 외부로 유출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환기창이 소음원의 파워에 

영향을 미치는 신호을 분석하고, 시뮬레이션을 이용

하여 피드포워드 능동소음제어를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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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Feedforward 제어 기법을 이용한 음향 
파워의 최적화

피드포워드 제어시 인클로저의 환기창의 n개의 

마이크로폰에서 측정한 음압 P는 n×1 벡터이다. 이

는 내부 소음원에 의한 음압 와 제어 소스에 의

한 음압 의 선형적인 합이며 블록선도로 표현하

면 Fig. 1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여기서  , 는 

소음원과 제어 소스의 음향 소스를 의미하며 

  는 소음원, 제어소스와 마이크로폰 

사이의 전달함수를 의미하며 는 제어기를 의

미한다. 이 때, 창문을 통해 외부로 유출되는 소음

의 음향파워를 식 (1)와 같이 목적함수로 둘 수 있

고 위 첨자 H는 Hermition transpose를 나타낸다.

Fig. 1 Block diagram of sound transmission through 
a window in enclos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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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식 (1)을 전개하여 를 전달함수와 음향 소스로 

표현하여 전개하면 식 (2)과 같이 표현된다.

           
  



 
  

 

      (2)

목적함수가 최소화되는 극값을 찾기 위하여 식 

(3)와 식 (4)를 만족하여야 한다.

                


              (3)

                


              (4)

식 (3)와 (4)를 만족시키는 제어소스는 식 (5)과 

같이 에 대한 1차 함수가 되며(2) 이 함수관계는 

식(6)과 같이 제어기가 된다.

                       (5) 

                      (6) 

2.2 FIR 필터를 이용한 실시간 제어
FIR 필터는 Frequency Domain 연산을 Discrete 

time Domain에서 연산을 하기 위한 필터이다. FIR 
필터의 원리는 입력 신호를 유한한 개수의 pulse 신

호로 가정하고 이를 FIR 필터와 컨볼루션 적분을 

하여 원하는 신호를 만드는 원리이며 이는 식 (7)와 

같다.
  

           
  

  

         (7)

여기서 은 샘플링 수를 의미하며 는 입력신호

를 의미하며 는 출력신호를 의미하고 는 FIR 

필터의 계수이다. FIR 필터의 계수 는 Frequency 

Domain의 전달함수를 inverse fourier transform하

여 구한다. FIR 필터의 임펄스 응답은 


의 Delay

가 생기게 되며(3) 이를 보상해주기 위하여 추가적인 

Delay가 필요하다. 이는 식 (8)와 같이 Descrete 
time, 샘플링 수 와 제어하고자 하는 주파수 에 

대한 함수가 된다.

  sec   

 

 




 · 

      (8)

여기서 는 제어하고자 하는 신호의 주기를 의

미하며  는 Record Length을 의미하고 는 

샘플링시 시간 간격을 의미한다. 그리고 제어하고자 

하는 신호가 조화 성분일 경우  ,는 조화 성분의 

fundamental 신호의 주파수와 주기를 의미한다. 

3. 인클로저 투과소음 저감을 위한 

능동소음제어

본 연구에서에 제어 하고자 하는 모델은 Fig. 2과 

같이 소음원을 둘러싸고 있는 인클로저의 구조이다. 
내부의 2번 위치에 소음원이 있고 소음원의 음압을 

제어하기 위한 제어 스피커를 3번에 위치 시켰으며 4
번 5번은 기계실 내부의 공기 순환을 위한 환기창이 

존재하며 좌, 우 환기창에 마이크로 폰을 위치시켰다.
인클로저 내부의 소음 특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상

용 소프트웨어인 sysnoise를 이용하여 좌, 우측 각각 

9점의 음압을 측정하였으며, 해석은 10~1280Hz의 주

파수를 10Hz 간격으로 수행하였으며, 이 때 전달함

수를 구하기 위한 음원은 백색소음으로 가정하였다.

Fig. 2 a Enclosure with windows

3.1 F.I.R 필터를 이용한 제어기 설계
Fig. 2의 모델에서 좌, 우측의 마이크로폰으로부

터 측정된 FRF를 사용하여 식 (6)에 대입하면 Fig. 
3과 같은 주파수 도메인의 제어기를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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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Frequency domain controll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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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FIR filter coefficient

Fig. 4의 주파수 도메인의 제어기의 mirror 상을 

만들고 inverse fourier transform을 하면 Fig. 4와 

같은 FIR 필터의 계수를 얻을 수 있다.

3.2 제어 성능 평가
FIR Filter를 적용하기 위하여  Simulink를 사용

하였으며 소음원이 10~1000Hz의 10Hz의 조화성분

이라고 가정하였을 때 식 (9)에 의하여 추가적인 

Delay는 0.05초가 되며 이를 제어 하였을 때 제어 

결과는 Fig. 5와 같다. Original은 제어 전의 목점함

수 값을 나타내며 Freq Sol은 주파수 도메인에서 연

산에서의 결과 값을 의미한다. 그리고 나머지 세 선

은 시간 도메인에서 F.I.R 필터를 사용하여 제어 후 

첫 번째,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 Record Length에

서의 제어 결과 값을 의미한다. 이를 통하여 FIR 필

터로 연산한 결과가 주파수 도메인에서 연산한 결과

로 점점 수렴하는 것을 알 수 있다.

0 100 200 300 400 500 600 700 800 900 1000
140

145

150

155

160

165

170

175

180

Frequency [Hz]

J [
dB

]

J re
f=1

0-1
2

 

 
Original
1st Period
2nd Period
3rd Period
Freq Sol

Fig. 5 Control effect by the record length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음원을 둘러싸고 있는 인클로저의 

환기창을 통한 투과음향파워를 최소화하는 능동제어

를 수행하였다. 제어기는 인클로저의 음향특성 전달

함수를 이용한 FIR 필터를 구현하였다. 
제어기의 성능 확인을 위해 0~1kHz로 제어 성능을 

확인하였으며 제어시 첫 번째 Record Length에서는 

제어가 잘 안되지만 세 번째 Record Length부터 주파

수 도메인에서 연산한 결과와 같은 결과가 나오는 것

을 확인하였다. 이는 FIR 필터의 특성으로 인하여 


이 지연되는 현상을 보정하는 과정에서 발생하였다. 
주파수별 제어성능을 보았을 때 15dB 가량 줄어드

는 효과가 있었으며 주파수별 제어성능의 차이는 제어

대상의 음향 특성과 제어소스의 위치에 따라 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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