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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순환형 신경망을 이용한 응형 능동소음 제어시스템의 소음 감 성능을 개선한다. 능동소음제어에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FXLMS는 단순하고 계산 부담이 지만 FIR 선형필터에 기반을 둔 필터링 방법이어서 주 경로 는 

2차 경로의 비선형특성에 취약한 단 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비선형 특성과 불확실성에 해 강인한 특성

을 갖는 순환형 신경망 필터링 기법을 개발하여 능동소음 제어시스템의 소음 감 성능을 개선함을 시뮬 이션을 

통해 보인다.

ABSTRACT

The performance of noise attenuation of the adaptive active noise control algorithm is improved using the recurrent neural network. The 

FXLMS that has been frequently used in the active noise control is simple and has low computational load, but this method is weak to 

nonlinearity of the main or secondary path since it is based on the FIR linear filter method. In this paper, the recurrent neural network filter has 

been developed and applied to improvement of the active noise attenuation by sim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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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최근에 산업  교통수단의 발달에 따른 환경 소음 등 

공해의 발생의 증가와 소득의 증가로 인해 쾌 한 환경

에 한 욕구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소음공해 문제를 해

결하기 해 통 으로 흡음, 차음  방음 같은 수동

인 방법을 이용하여 소음문제를 처해왔으나 수동

인 방법은 고주  소음에 해서는 효과 으로 소음을 

감소시키는 장 이 있으나 일반 으로 주  소음에 

해서는 흡음재의 도 증가에 따른 량의 증가로 경

제성이 떨어지는 단 이 있다. 능동 소음제어(Active 

noise control: ANC)는 최근에 수동소음제어가 어려운 환

경이나 상황에 한 보완으로서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 

냉난방 덕트, 항공기, 자동차 등에 용하여 어느 정도 

성능이 입증되었다.  능동소음 제어를 한 통 인 제

어방법은 실시간 계산 문제와 2차 경로 문제로 인해 FIR 

(Finite impulse response) 필터에 기반을 둔 FXLMS[1,2]

방법이 단순한 구조와 은 계산부담 때문에 많이 용

되었다. DSP 하드웨어의 발 으로 능동소음제어 해 

좀더 복잡한 알고리즘의 용이 가능해졌다.

실제 으로 ANC 시스템을 설계하기 해서는 두 가

지 요한 이 고려되어야 한다. 첫째, 2차 경로가 시변

특성을 나타낼 수 있다는 이다. 만약 실제모델과 추정

된 모델의 특정주 수에서 상차가 ∘이상이 되면 

ANC 시스템은 불안정해진다. 두 번째, 2차 경로와 1차 경

로가 비선형 특성을 나타낼 수 있다. 첫 번째 문제에 해

서 실시간 모델링기법[2,3,4]이 연구되었으며 두 번째 문

제에 해서는 2차 경로에 한 모델링이 필요없는 기법

[5]이 연구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들은 선형 FXLMS

에 속하는 기법으로서 근본 인 단 이 존재한다.

그래서 최근에 이러한 단 을 개선하기 해서 퍼지

[6], 신경망[7], 퍼지신경망[8]같은 인공지능 기법을 

용하여 이러한 단 을 개선하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고속연산이 가능한 DSP보드의 개발로 인해 계산량이 

문제가 되었던 인공지능 기법이 등장하게 된 것이다. 그

러나 재까지 이러한 인공지능제어를 이용한 능동소

음제어는 많은 연구가 진행되지 않은 상황이다. 신경망

은 비선형이나 모델링 과정이 과정이 어려운 시스템의 

근사 는 제어를 해 많이 발 되었다. 그러나 기의 

신경망 기법은 정 인 방법으로서 복잡한 시스템에 

해서는 뉴런수와 층수가 증가하고 수렴속도가 느리고 

성능이 입력에 민감한 단 이 있어 이러한 단 을 개선

하기 해 순환형 신경망 [9,10]을 개발하여 많이 용되

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실시간 구 이 가능하며 기존

의 정  신경망에 비해 성능이 개선된 순환형 신경망

(Recurrent neural network: RNN)기법을 설계하여 능동소

음제어에 용하여 시뮬 이션을 통해 기존의 FXLMS

를 용한 ANC 시스템과 소음 감 성능을 비교하기로 

한다. 

Ⅱ. ANC 시스템 

2.1 FXLMS ANC 시스템

FXLMS 능동소음 제어시스템은 그림 1과 같이 구성

된다. 은 기 소음원이고 은 주소음원, 

은 잔류소음을 나타낸다. 그리고 은 주소음원의 

달함수, 은 2차 달함수를 나타내며 FIR필터에 의

해  으로 식별하여 FXLMS의 가 치 을 응

규칙에 의해 갱신하는데 이용된다.

그림 1. FXLMS ANC 시스템 개략도
Fig. 1 Schematic diagram of the FXLMS ANC

system

시간 에서의 오차신호은 다음과 같다.

 ∗        (1)

여기서 은 소음보상용 스피커와 잔류소음 마이

크로폰 사이의 달함수인 2차 경로 달함수 의 

충격응답이며 ∗는 선형 합성 분(convolution)을 나타

낸다. FXLMS 알고리즘은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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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여기서 은 시간에서 응필터 의 계수

벡터이며 는 필터갱신율을 나타내며 필터링된 입력벡

터 ′은 다음과 같이 2차 경로필터 를 통과시켜

서 구할 수 있다.

′ ∗        (3)

여기서 은 2차 경로 의 충격응답이다. 실제

로 능동소음제어를 수행할 때는 사 에 2차  경로 달

함수 의 충격응답 을 구하거나 는 on-line상

에서 추정하여 사용한다. 

2.2 순환형 신경망 ANC 시스템 설계

순환형 신경망은 정  신경망에 비해 내부 피드백구

조를 갖고 있어서 수렴속도가 빠르고 근사오차가 정

인 신경망에 비해 은 장 이 있다. 그림 2에 제안한 

순환형 신경망을 이용한 ANC 시스템 구조가 제시되어 

있다.

 

그림 2. 순환형 신경망 ANC 시스템 개략도
Fig. 2 Schematic diagram of the RNN ANC system

그리고 다음과 같은 내부 피드백 구조를 갖는 순환형 

신경망을 제안한다. 각 층의 한 식은 다음과 같이 개

된다.

1) 입력층 (input layer)

   


          ⋯  (4)

여기서 는 신경망 입력, 은 신경망출력

의 피드백 신호, 는 출력의 피드백 가 함수, 는 신

경망 입력의 수를 나타낸다.

그림 3. 순환형 신경망 개략도
Fig. 3 Schematic diagram of the RNN 

  

2) 은닉층(hidden layer)

 




   





            (5)

여기서 는 은닉층의 피드백 가 함수, 

은 은닉층 출력의 순환피드백 신호, 은 입력층과 은

닉층의 연결강도를 나타내는 가 함수, 는 은닉층의 

뉴런수를 나타낸다.

3) 출력층

  
 





         (6)

여기서 는 은닉층과 출력층과의 연결강도 가 함

수, 는 신경망 출력을 나타낸다.

2.3 최 하강법에 의한 신경망 라미터 갱신

제안한 순환형 신경망의 가 함수들은 실시간 학습

을 통해 갱신되기 하여 다음과 같은 오차 에 지함수

를 최소화하는 최 하강법(grdient descent method) [9]에 

의해 유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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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1) 출력층

오차항은 다음과 같이 된다.









′



′

                               (8)

그리고 연결강도 함수 갱신식은 다음과 같다.


 










                              (9)

여기서 는 출력층과 은닉층 연결강도 가 함수의 

갱신율, 
는 

의 시간미분을 나타낸다. 

2) 은닉층

피드백 가 함수 갱신식은 다음과 같다.


 




           









           
                 (10)

여기서 는 은닉층 피드백 가 함수의 갱신율을 나

타내며 
은 다음과 같이 유도된다. 

 
 











         ḟ




         ḟ
  (11)

여기서 ḟ 



. 은닉층과 입력층

의 연결강도 가 함수 갱신식은 다음과 같다.







     









     
 (12)

여기서 는 은닉층과 입력층 연결강도 함수의 갱신

율을 나타내고 
은 다음과 같이 유도된다.


 




 






 


              ḟ
    (13)

여기서 ḟ 
 




.

3) 입력층

입력층의 피드백 연결강도는 다음과 같이 갱신된다.













      
                    (14)

여기서 는 출력층의 피드백 연결강도 함수에 한 

갱신율을 나타내며 는 다음과 같이 유도된다.


 














              




                
   (15)

여기서  
 


.

Ⅲ. 시뮬 이션

본 장에서는 제안한 순환형 신경망 ANC 시스템과 

FXLMS ANC 시스템의 소음 감 성능을 시뮬 이션을 

통해 보이고자 한다. ANC 상은 다음과 같은 덕트시스

템을 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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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덕트에 한 능동제어 시스템
Fig. 4 ANC system for a duct

여기서 은 덕트의 치수를 나타내며 
 , 


 , 

 , 
 , 

이다. 


  

는 덕트 양쪽 끝의 음 반사계수이

다. 소음원으로부터 오차 마이크로폰까지의 주 경로는 

덕트시스템에 한 음향 달함수에 한 해석을 통해 

다음과 같이 모델링된다. 

 

               (16)

그리고 2차 경로는 다음과 같이 모델링된다.

 

                (17)

샘 링 주 수는 2000Hz, FXLMS의 필터차수는 100, 

  롤 선정하 다. 그리고 RNN ANC 시스템의 

경우 입력은  , 이며 은닉층의 뉴런수는 5

개, 내부루  반복회수는 실시간 구 을 감안하여 4회로 

정했으며 모든 가 함수의 기값은 랜덤값이며 가

함수 갱신율은   ,    ,   , 

로 각각 선정하 다.

시뮬 이션을 Matlab 로그램을 이용하여 역소

음에 한 경우와 역소음에 해 경우에 해 각각 

수행하 다. 먼  역소음에 해 FXLMS와 RNN 

ANC 시스템에 해 시뮬 이션을 수행한 결과는 다음

과 그림과 같다.

(a)

(b)

(c)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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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그림 5 역 소음에 해 시뮬 이션을 수행한 결과: 
(a) 역 주소음원의 시간역특성

(b) FXLMS ANC의 시간역 소음 감성능
(c) RNN ANC의 시간역 소음 감성능

(d) FXLMS ANC의 주 수역 소음 감성능
(e) RNN ANC의 주 수역 소음 감성능

Fig. 5 Simulated results for narrow band noise source
(a) Time domain property of narrow band primary noise
(b) Time domain noise attenuation performance of the 
FXLMS ANC system (c) Time domain noise attenuation 
performance of the RNN ANC system (d) Frequency 
domain noise attenuation performance of the FXLMS 
ANC system (e) Frequency domain noise attenuation 

performance of the RNN ANC system
      

그림 5의 시뮬 이션 결과를 살펴보면 FXLMS ANC

의 경우 그림 5(d)에서 200, 300, 400 Hz의 피크소음은 

RNN의 경우보다 약간 더 감하고 있으나 100Hz 피크

값에 해서는 소음 감을 못하고 있다. 이 향으로 

감된 소음의 시간역 성능이 RNN보다 하됨을 그림 

5(b), (c)에서 알 수 있다.

다음은 역 소음원에 한 소음 감성능을 시뮬

이션을 수행한 결과이다. 시뮬 이션 결과를 살펴보

면 RNN ANC 시스템은 그림 6 (c), (e)에 나타나듯이 

역 소음에 해서도 소음 감성능이 유지되고 있으나 

FXLMS의 경우 역 소음에 해서는 그림 6 (b),(d)에 

나타나듯이 소음 감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이

러한 경향은 Chang[11]의 결과와 유사한 결과가 나타나

고 있다. 이것은 FXLMS가 선형 인 특성을 갔고 있어서 

소음경로의 비선형과 불규칙한 소음원에 처하는 능력

이 떨어지기 때문이며 이러한 단 을 극복하기 해 필

터의 차수를 늘리면 계산시간이 부담이 되고 필터 갱신

율을 증가시키면 안정도가 문제가 된다. 따라서 RNN을 

용한 ANC 시스템이 성능이 우수함을 알 수 있다.

(a)

(b)

(c)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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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그림 6 역 소음에 해 시뮬 이션을 수행한 결과: 
(a) 역 주소음원의 시간역특성 

(b) FXLMS ANC의 시간역 소음 감성능 
(c) RNN ANC의 시간역 소음 감성능 

(d) FXLMS ANC의 주 수역 소음 감성능 
(e) RNN ANC의 주 수역 소음 감성능

Fig. 5 Simulated results for broad band noise source
(a) Time domain property of broad band primary 
noise source (b) Time domain noise attenuation 
performance of the FXLMS ANC system (c) Time 
domain noise attenuation performance of the RNN 
ANC system (d) Frequency domain noise attenuation 
performance of the FXLMS ANC system (e) 

Frequency domain noise attenuation performance of 
the RNN ANC system

Ⅳ. 결   론

본 연구에서는 능동소움 제어시스템의 소음 감성

능을 개선하기 해 수렴속도가 느리고 off-line 학습법

을 사용하는 정 인 신경망의 단 을 개선한 순환형 

신경망을 제안하 다. 각 층의 가 함수에 한 갱신

식들은 최 하강법에 의해 실시간에서 갱신되도록 유

도하 다. 제안한 기법의 성능을 검증하기 해 덕트

시스템의 모형에 용하여 통 으로 능동소음제어

에 가장 많이 용되고 있는 FXLMS ANC시스템과 시

뮬 이션을 통해 비교하 다. 그 결과 제안한 RNN 

ANC 시스템의 개선된 소음 감 성능을 확인할 수 있

었다.

추후 연구로는 DSP시스템과 음향장비와 실제 덕트

를 구비하여 실험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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