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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In this paper, a recurrent cerebellar modulation articulation control with praticle swarm optimization (PSO) 
method has been investigated for improvement of noise attenuation performance in active noise control system. For 

narrow band noise, FXLMS and RCMAC has a partial satisfactory noise attenuation. However, noise attenuation 

performance is poor for broad band noise and nonlinear path since it has linear filter structure. To improve this probl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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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서  론

문명의 발달로 인해 인류는 많은 문화  혜택을 리

고 있으나 경제여건과 생활수 의 향상으로 소음  진동 

등 주변 환경에 한 심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소음공해 

문제는 더불어 인간의 청각 기능 손상뿐 만이 아니라 정신

인 피로를 유발하는 문제가 있어서 정숙한 환경에 한 

요구가 법 으로 규제할 상황까지 이르게 되었다. 이러한 

소음공해를 해결하기 해 통 으로 흡음, 차음  방음 

같은 수동 인 방법을 이용하여 소음문제를 처해왔다. 그

런데 최근까지의 연구결과 수동 인 방법은 민감한 500Hz 

이상의 고주  소음에 해서는 효과 으로 소음을 감소시

키는 장 이 있으나 그런데 주  소음은 장이 길기 때

문에 흡/차음재의 도가 커야 소음 감 효과가 나타나므로 

도 증가에 따른 량의 증가로 경제성이 떨어지는 단 이 

있고 500Hz 이하에서는 감성능이 격히 하된다. 일반

으로 500Hz 이하의 주  소음은 각종 구조물의 진동을 

유발시켜 정 작업이 요구되는 작업환경을 괴하고 작업자

의 심리를 불안하게 하여 작업능률을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청정환경이 요구되는 곳에서의 소음 감을 하여 흡음재를 

사용할 경우 흡음재로부터 나오는 분진에 의해 청정환경의 

보존이 어려워진다. 능동소음 제어(Active noise control: 

ANC)[1,2]는 최근에 수동 소음제어가 어려운 환경이나 상황

에 한 보완으로서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 냉난방 덕트, 항

공기, 자동차, 철도 등에 용하여 어느 정도 성능이 입증되

었다.  능동소음 제어를 한 통 인 제어방법은 실시간 

계산 문제와 2차 경로 문제로 인해 FIR(Finite impulse 

response) 필터에 기반을 둔 FXLMS(Filter-x least mean 

square) [2,3]방법이 단순한 구조와 은 계산부담 때문에 

많이 용되었다. DSP 하드웨어의 발 으로 능동 소음제어 

해 좀더 복잡한 알고리즘의 용이 가능해졌다. 

실제 으로 능동소음 제어시스템을 설계하기 해서는 두 

가지 요한 이 고려되어야 한다. 첫째, 2차 경로가 시변

특성을 나타낼 수 있다는 이다. 만약 실제모델과 추정된 

모델의 특정주 수에서 상차가 ∘이상이 되면 능동소음 

제어시스템은 불안정해진다. 두 번째, 2차 경로와 1차 경로

가 비선형 특성을 나타낼 수 있다. 첫 번째 문제에 해서 

실시간 모델링기법[3～5]이 연구되었으며 두 번째 문제에 

해서는 2차 경로에 한 모델링이 필요없는 기법[6]이 연구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들은 선형 FXLMS에 속하는 기

법으로서 근본 인 단 이 존재한다.

그래서 최근에 이러한 단 을 개선하기 해서 퍼지[7], 

신경망[8], 퍼지신경망[9]같은 인공지능 기법을 용하여 이

러한 단 을 개선하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고속연산이 

가능한 DSP보드의 개발로 인해 계산량이 문제가 되었던 인

공지능 기법이 등장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재까지 이러

한 인공지능제어를 이용한 능동소음제어는 많은 연구가 진

행되지 않은 상황이다. CMAC (Cerebellar model articulation 

controller) 신경망기법은 Albus[10]가 제안한 인공지능기법

으로서 겹치는 receptive 필드를 갖는 연결된 퍼셉트론 메모

리망을 갖는 구조를 갖고 있어서 근사오차가 다른 인공지능 

기법에 비해 작은 장 이 있다. 그러나 정 인 학습법을 개

선하여 내부 피드백을 갖는 순환형 CMAC (Recurrent 



Trans. KIEE. Vol. 59, No. 10, OCT, 2010

RCMAC  PSO 기법을 이용한 능동 소음제어 시스템 성능 개선                                                                    1901

cerebellar model articulation controller: RCMAC) 신경망 

기법[11]이 제안되어 실시간 학습과 빠른 수렴속도가 가능하

게 되었다. 그러나 아직까지 RCMAC를 용한 능동소음제

어 기법은 연구되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실시간 

구 이 가능하며 기존의 RCMAC에 비해 입력의 피드포워

드와 순환 시간지연을 포함한 성능이 개선된 RCMAC 신경

망 기법을 설계하고 가 함수 갱신율을 최 화하기 해 

PSO(particle swarm optimization) 기법을 결합한 능동소음 

제어시스템을 구성한다. 

RCMAC 신경망기법에서 성능에 향을 미치는 요한 

인자 의 하나는 학습 갱신율이다. 갱신율이 작으면 안정

도가 향상되지만 수렴속도는 작아진다. 반 로 큰 갱신율의 

경우 수렴속도는 빨라지지만 안정도가 문제가 되어 발산할 

험도가 증가한다. 따라서 최 의 갱신율을 선정하는 것이 

성능향상에 요한 이 된다. 최 의 갱신율을 선정하기 

해 PSO (Particle Swarm Optimization)기법[12]을 도입한

다. PSO는 특히 많은 변수이 존재하는 최 화 문제에 한 

유용한 방법이다. 본 연구에서는 갱신율의 수렴속도  

RCMAC 신경망의 안정도에 한 최 화를 해 PSO를 도

입하여 각 층의 가 치를 히 갱신하여 ANC 시스템의 

성능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덕트와 KTX 실차소음원을 이용

하여 시뮬 이션을 통해 기존의 FXLMS를 용한 능동소음 

제어시스템과 소음 감 성능을 비교하기로 한다.

2 . ANC 시스템

2 .1  FXLMS ANC 시스템

FXLMS 능동소음 제어시스템은 그림 1과 같이 구성된다. 

은 기 소음원이고 은 주소음원, 은 잔류소

음을 나타낸다. 그리고 은 주소음원의 달함수, 

은 2차 달함수를 나타내며 FIR필터에 의해  으로 식

별하여 FXLMS의 가 치 을 응규칙에 의해 갱신하

는데 이용된다. 

그림 1  FXLMS ANC 시스템 블록선도

Fig. 1  Block diagram of the FXLMS ANC system

시간 에서의 오차신호은 다음과 같다.

       (1)

여기서 은 2차 경로 달함수이다. FXLMS 알고리

즘은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

 ′      (2)

여기서 은 시간에서 응필터 의 계수벡터, 

는 필터 갱신율을 나타낸다. 필터링된 입력벡터 ′은 
다음과 같이 2차 경로필터 를 통과시켜서 구할 수 있

다.

′                                   (3)

실제로 능동소음제어를 수행할 때는 사 에 2차 경로 

달함수 의 필터 을 구하거나 는 on-line상에서 

추정하여 사용한다. 

2 .2 . RCMAC ANC 시스템

제안한 RCMAC 능동소음 제어시스템은 그림 2에 제시되

어 있다. 그림 3은 RCMAC 구조를 나타낸다.

RCMAC는 순환구조를 갖는 입력공간, receptive -field 

공간, 가 메모리 공간, 출력공간으로 구성된다. RCMAC의 

신호 와 기본 함수들은 다음과 같다.

1) 입력공간 I (Input space):

주어진        ⋯ 
 ∈  에 해 각 입력상태변

수 는 주어진 제어공간에 따라 이산 역으로 분할된다. 

는 이산요소의 수를 나타낸다.

이 블록의 입력은    로 나타나는 과거의 입력정보

를 장하는 동 사상을 나타내는 메모리항을 포함한다.

2) 결합 메모리공간 A(Association memory space):

여러 요소들이 블록 수 인 블록에 겹쳐진다. A는 

   × 요소를 갖는 결합메모리 공간을 나타낸다. 이 

공간에서 각 블럭은 receptive-field 기 함수를 수행하고 다

음과 같은 Gaussian 함수로 표 된다.

  




    

 




    ⋯  

 (4)

여기서 는 평균값 와 분산 를 갖는 j번째 입력에 

한 I번째의 요소   에 한 k번째 블록의 receptive-field 

기 함수를 나타낸다. 는 순환가 치,  는 에 

한 지연시간을 갖는 값이다. 그림 4에서    ,  이

며 는 블록 수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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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RCMAC 능동소음 제어시스템

Fig. 2  RCMAC ANC system

그림 3  RCMAC 구조

Fig. 3  Structure of the RCMAC

그림 4 2차원 RCMAC      

Fig. 4 Two-demensional RCMAC      

3) Receptive-field 공간 T:

Ab와 Bb로 형성되는 면 들을 receptive-field 라고 한다. 

다음과 같은 다차원 receptive-filed 함수를 정의한다.

      

 
 





 




 






  
 




    ⋯ 

    (5)  

                                                    

여기서,       ⋯  
 ∈ , 

    ⋯   
 　∈,      ⋯   ∈  

이다. 다차원 receptive -field 함수는 다음과 같은 벡터형으

로 나타난다.

             ⋯   
       (6)

여기서,   
 

 ⋯ 
 ⋯ 

 ∈
                             

  
 ⋯  

 ⋯  
  ∈ ,

                                      
  

 ⋯  
 ⋯  

  ∈  이다.

4) 가 치 메모리 공간 W:

요소들은 갖는 가 치 메모리 공간에서 특별한 조정값

에 한 각 T의 치는 다음과 같이 표 된다.

     ⋯          (7)

여기서 는 k번째 receptive-field에 연 된 o번째 연

결 가 치값을 나타낸다.

5) 출력공간 O:

RCMAC의 출력은 가 치 메모리에서 활성화된 가 치들

의 수  합이다.

 
  





           

                       
 



    ⋯      (8)

여기서,   는 출력과 연 된 번째 입력의 출력 연결 

강도이며,     
 ∈,     ⋯   ∈, 

    ,     ∈이다.

2 .3  RCMAC 라미터의 온라인 갱신

RCMAC 시스템의 성능은 연결 가 치, 순환 가 치의 강

도와 Gaussian 함수의 평균과 분산값에 크게 향을 받는다. 

효율 인 온라인 학습을 해 최 하강법(Gradient desc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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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thod)를 이용하여 RCMAC의 각 라미터들에 한 온라

인 갱신규칙을 유도한다. 오차함수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9)

오차항은 다음과 같이 된다.








         (10)

출력층의 연결가 치 갱신식은 다음과 같다.

  


 






                           (11)

receptive-field와 결합 메모리 공간의 갱신식은 다음과 

같다.

   


 












  

  (12)

  


 











  

   
                    (13)

  


 












              (14)

여기서

 

  
         (15)

2 .4 PSO를 이용한 RCMAC 온라인 학 습율의 최 화

식 (11)～(14))의 가 함수 갱신율은 바람직한 성능을 유

지하도록 선정한다. 일반 으로 시행착오를 통해 선정하지

만 갱신율 값에 따라 수렴속도와 안정도가 결정되므로 최  

값을 선정해야 한다. PSO는 일종의 진화알고리즘으로서 새

떼나 물고기 떼들의 움직임을 시뮬 이션을 통해 최 한 해

를 찾는 것이다. 각 개체(particle)의 집합 는 떼 (swarm)

를 정의하며 각 개체는 D-차원 공간에서 무작 (random)한 

치에 지정된다. 이들 각 개체는 어떤 속도로 비행하며 몇 

번의 반복 후에 체의 최 합 치(global best position: 

gbest)를 찾는다. 각 개체는 자신의 이웃의 최 합 치

(gbest) 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최 합 치(pbest)의 모멘텀

(momentum)과 향에 근거하여 자신의 속도를 조정할 수 

있다. 각 개체는 다음과 같이 비행하여 새로운 치를 계산

할 수 있다.

  ×  × 

 ×  ×  
    (16)

                         (17)

여기서  는 i번째 개체의 재 속도,  는 i번째 

개체의 재 치, w는 성가 치,  , 는 양의 가속도 상

수,  는 0과 1사이의 랜덤수, 은 체 개체의 수를 각

각 나타낸다. PSO의 구 에는 최 속도 를 제한해야 

한다. 성가 치 는 다음의 식에 따라 설정된다.

  

 
×      (18)

여기서 와 은 성가 치의 최 , 최소값을 나타

내고  은 최 반복수를 나타낸다. 라미터  를 

조정한 후 PSO는 최 합 추 능력을 갖게 된다. PSO 기법

은 RCMAC의 온라인 갱신율      를 최 화한다. 

체 개체수는    , 개체의 차원은    로 선정하
다. 바람직한 치         와 요소들은 다음과 같

은 범 에서 무작 로 발생한다.

  ≤  ≤                           (19)

여기서  과  은 과 의 상하제한 범

의 균일분포랜덤 변수의 출력을 할당한다. swarm의 

gbest는 최소화 문제로서 다음 식에 의해 갱신된다.

  



     (20)

여기서 ∙는 주어진 치에 한 합도(fitness)를 평

가하는 함수이다. 본 연구에서 합도함수는 다음과 같이 

선정하 다.

 
      (21)

3 . 시뮬 이션

본 장에서는 제안한 RCAMAC, RCMAC_PSO 능동소음 

제어시스템과 FXLMS 능동소음 제어시스템의 소음 감 성

능을 시뮬 이션을 통해 보이고자 한다. 능동소음 상은 

다음과 같은 덕트시스템을 상으로 역 조화소음과 

KTX 열차의 객실 실측소음인 역 소음을 소음원으로 

하여 이러한 소음원에 한 소음 감 성능을 검증하기로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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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덕트에 한 능동제어 시스템

Fig. 5  ANC system for a duct

여기서 은 덕트의 치수를 나타내며   ,   , 

  ,   ,     이다.  ,   는 덕

트 양쪽 끝의 음 반사계수이다. 소음원으로부터 오차 마이

크로폰까지의 주경로(main path)는 덕트시스템에 한 음향

달함수에 한 해석을 통해 다음과 같이 모델링된다. 

 


 (22)

그리고 2차 경로(Secondary path)는 다음과 같이 모델링

된다.

 


  (23)

샘 링 주 수는 2000Hz, FXLMS의 필터차수는 250, 

 로 선정하 다. 그리고 RCMAC, RCMAC_PSO 능

동소음 시스템의 경우 입력은 ,   , 이며  모

든 가 함수의 기값은 랜덤값이며 RCMAC의 경우 가

함수 갱신율은   ,,     ,     ,   ,로 각

각 선정하 다.

시뮬 이션은 Matlab 로그램을 이용하여  수행하 다. 

먼  모터의 역 하모닉 소음에 해 FXLMS와 RCMAC, 

능동소음 제어시스템에 해 시뮬 이션을 수행한 결과는 

다음과 그림 6과 같다. 그림 6(a)은 모터의 하모닉 소음원의 

시간역 특성이고 이에 한 소음 감 결과의 시간역 특성은 

그림 6(b), (c), (d)에 나타나 있다. 그림 6(d), (e)는 주 수

역의 소음 감 특성이며 그림 6(d)의 경우 FXLMS 시스템

은 일부 소음원에 해서는 소음 감성능이 떨어지고 있으

며 RCMAC의 경우 거의 모든 하모닉 소음원을 감하고 

있으나 일부 고주 성분이 증폭되고 있음을 그림 6(e)에서 

알 수 있다. 그리고 RCMAC_PSO의 경우 모든 하모닉 소음

원을 감하고 있다. 결과 으로 그림 6(b), (c), (d)에서 

RCMAC_PSO 시스템이 빠르게 소음을 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에 KTX 경부선 구간의 개활지  터 에서 

측정한 객실 내의 실측소음에 한 소음 감 성능을 검증하

기 해 시뮬 이션을 수행하 다. 그림 7은 개활지 구간에

서의 실내 소음원의 주 수역 특성을 나타낸다. 그림 7에서 

RCMAC와 FXLMS의 경우 소음 감성능이 유사하지만 

RCMAC_PSO의 경우 소음 감성능이 더 뛰어남을 알 수 

있다. 비교  소음원이 다양하고 소음 벨이 큰 터 구간의 

실측소음원에 한 주 수역 소음 감특성은 그림 8에 제

시되어 있다. FXLMS의 경우 갱신율이 작게 고정된 

RCMAC의 경우 역 주 수 특성을 갖는 소음원에 해

서는 성능이 크게 하되고 있으나 RCMAC_PSO  시스템

은 역 소음원에 해서도 소음 감 성능이 유지되고 있

다.

  

  

         (a)

         (b)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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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e)

         (f)

         (g)

         (h)

그림 6 역 소음원에 한 시뮬 이션 결과: (a) 역 

소음원, (b) FXLMS 시스템의 시간역 소음 감 성능, 

(c) RCMAC 시스템의 시간역 소음 감 성능, (d) 

RCMAC_PSO 시스템의 시간역 소음 감성능, (e) 

FXLMS 시스템의 주 수역 소음 감 성능(dotted:소

음원, solid: 오차), (f) RCMAC 시스템의 주 수역 소

음 감 성능(dotted:소음원, solid: 오차),  (g) RCMAC 

PSO 시스템의 주 수역 소음 감 성능(dotted:소음

원, solid: 오차), (h) PSO를 이용한 최 화된 갱신율.

Fig. 6 Simulated results for narrow band noise source: (a) 

narrow band noise source, (b) time-domain noise 

attenuation performance of the FXLMS system, (c) 

time-domain noise attenuation performance of the 

RCMAXC system, (d) time-domain noise attenuation 

performance of the RCMAC_PSO system, (e) 

frequency-domain noise attenuation performance of 

the FXLMX system (dotted: noise source, solid: 

error), (f) frequency-domain noise attenuation 

performance of the RCMAC system (dotted: noise 

source, solid: error), (g) frequency-domain noise 

attenuation performance of the RCMAC_PSO system 

(dotted: noise source, solid: error), (h) optimized 

update rates by PSO.

그림 7 개활지에서의 KTX 객실 실내소음에 한 주 수

역 시뮬 이션 결과

(solid:FXLMS, dotted:RCMAC, dashed: RCMAC_PSO).

Fig. 7 Frequency-domain simulated result of the KTX 

cabin in open field section

(solid:FXLMS, dotted:RCMAC, dashed:RCMAC_P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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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터 구간에서의 KTX 객실 실내소음에 한 주 수

역 시뮬 이션 결과

(solid:FXLMS, dotted:RCMAC, dashed:RCMAC_PSO).  

Fig. 8 Frequency-domain simulated result of the KTX cabin 

in tunnel section

(solid:FXLMS, dotted:RCMAC, dashed:RCMAC_PSO).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인공지능 제어기법인 RCMAC와 PSO 기

법을 이용하여 능동소음 제어시스템의 성능을 개선하 다. 

통 으로 선형 필터에 기반을 둔 능동소음제어에 가장 많

이 용되는 FXLMS 기법은 비선형특성이나 역 소음원

이 존재하는 경우 소음 감 성능이 떨어지는 단 이 있다. 

그리고 RCMAC의 경우 성능이 가 함수 갱신율에 향을 

받으므로 이러한 문제 을 PSO 기법을 도입하여 최 의 갱

신율을 추정함으로서 RCMAC 능동소음 제어시스템의 성능

이 향상됨을 덕트모델을 이용한 KTX 실내소음 감에 

용하여 입증하 다. 

ANC시스템 개활지구간 터 구간

FXLMS 시스템 -40.6 dB -33.7 dB

RCMAC 시스템 -60.9 dB -47.9 dB

RCMAC_PSO 

시스템
-73.1 dB -60.6 dB

표 1  각 주행구간의 감소된 소음의 평균값 (주 수역)

T ab le 1 Mean value of reduced noise for each running 

section (frequency-dom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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