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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ctive noise control is noise reduction method by generate anti-phase control signal for destructive 
interference of through control speaker. purpose of this paper is create a virtual control source at a 
using the DBAP(Distance Based Amplitude Panning) algorithm which is one of the three-dimensional 
sound reproduction method, and verified through the experimentally for noise control method through 
the virtual control source. We compared active noise method by using one control speaker with ac-
tive noise control method by using DBAP algorithm. 

1)1. 서  론

현재 소음저감을 위해 사용되는 방법은 크게 수

동소음제어와 능동소음제어로 나눌 수 있다. 수동소

음제어는 흡음재, 차음재 등을 이용하여 소음을 제

어하는 방법이며, 능동소음제어는 제어음원을 구동

하여, 소음 신호와 제어음이 소멸간섭을 이루도록 

하는 방법이다. 제어하는 환경에 따라서는 제어음 

구동을 위한 제어스피커를 필요한 곳에 설치할 수 

없어 원활한 제어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본 연구에서는 입체음향 재생기법을 이용 원하는 

위치에 가상의 제어음원을 생성하여 소음을 제어하

는 알고리즘을 실험을 통해 검증하고 기존의 능동소

음제어 방법과 비교하여 효율성을 검토하였다.

2. 입체음향을 이용한 능동소음제어

2.1 DBAP 알고리즘
Distance Based Amplitude Panning (DB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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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rue1. Experiment of DBAP algorithm

알고리즘은 가상 음원의 위치와 스피커 위치 사이의 

거리를 기반으로 각 스피커의 amplitude값을 계산하

여 원하는 위치에 가상 음원을 생성하는 방법이다. 
가상 음원의 위치와 설치된 스피커 사이의 거리는 

식(1) 과 같이 계산하며, 식(2)를 통해 최소거리에 

대한 거리의 비율을 이용하여 각 스피커의 

amplitude를 계산한다.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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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2. Experiment setup of ANC

2.2 FxLMS 알고리즘
능동소음제어 수행 시 역위상의 제어음을 발생시

기키 위해 FxLMS 알고리즘이 사용되었다. 필터계

수의 적응화에 필요한 연산이 단순하다는 장점을 가

진 알고리즘이다. 오차신호의 파워를 최소화 시키는 

제어음을 발생시켜 소음을 제어한다.

2.3 입체음향을 이용한 능동소음제어 실험방법
능동소음제어를 하기 위한 실험 장치는 Fig.1과  

같이 구성하였다. 레퍼런스 마이크는 소음원 바로 

앞에 설치하였고, 에러마이크는 청취자 위치에 설치

하였다. 또한 에러마이크를 기준으로 양쪽으로 

10cm, 20cm 떨어진 지점에 추가로 마이크를 설치

하여 제어 범위를 확인하였다. 

2.4 능동소음제어 실험결과
능동소음제어를 수행 시 측정된 음압은 Fig.3 에 

나타내었다. 실험에 사용된 소음은 160Hz 와 

280Hz의 합성음을 사용하였다. 입체음향 제작 기법

을 이용한 방법과 기존의 능동소음제어 방법의 비교 

실험결과 입체음향을 적용하였을 때 좀 더 넓은 범

위에서 소음제어를 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Figure3. Measured sound pressure level of noise 
source and controlled noise

3.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입체음향 제작기법을 이용해 생성

된 가상 제어음원을 통해 제어스피커의 위치 변경 

없이 각기 다른 위치를 가진 소음을 저감하였다. 또

한 기존의 능동소음제어 방법과의 비교실험을 통해 

입체음향을 적용한 능동소음제어의 소음저감 효과를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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