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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tive Noise Control of Induction Motor using Co-FXLMS Algorith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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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In this study, the active noise control experiment has been performed using induction motor noises. While 

the noises were measured, a induction motor was operated in different speed. For the simulation of ANC(Active Noise 

Control), test-bed is composed a multi-channel ANC system was constructed. In order to compare the control 

performance, we performed noise reduction simulations of ANC by Co-FXLMS algorithm and FXLMS algorithm. 

Through the simulation results, we confirmed that convergence performance and noise decrease effect of the proposed 

Co-FXLMS algorithm have been improved from existing FXLMS algorith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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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다 채  ANC 시스템 구조

Fig. 1 The structure of multi-channel ANC system

1. 서  론 

최근 산업이 발달함에 따라 인들은 우리 주변에 존재

하는 많은 소음에 노출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소음이 

인간 생활에 여러 방면으로 피해를 주는 환경공해라는 것은 

오래 부터 인식 되어왔다. 특히, 소음에 한 사회  규제

가 심이 되고 있으며, 안락하고 쾌 한 삶에 한 요구가 

증가되고 있다.

재 소음을 감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첫 

번째로는 흡·차음재, 방음벽 등과 같이 재료 인 방법을 이

용하여 소음을 감하는 수동소음제어(Passive Noise 

Control, PNC)방법이 있다. 수동소음제어 방식은 소음을 

이기 해 많은 양의 재료가 필요하여 부피와 무게가 증가

하기 때문에 공간의 제약이 따르거나 무게 증가에 따라 큰 

향을 받는 환경에서는 사용이 어려운 단 이 있다[1]. 

한, 수동 인 소음 감 방법이므로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소

음을 감하기에는 부 한 방법이라 할 수 있다.

두 번째로 발생하는 소음과 크기가 같고 상이 반 인 

소음을 발생시켜 서로 상쇄되는 상을 이용한 능동소음제

어(Active Noise Control, ANC)방법이 있다. 능동소음제어 

방식은 제어스피커와 에러마이크를 이용하여 실시간으로 변

화하는 소음을 제거하기에 합하고, 장비들이 차지하는 부

피와 무게가 기 때문에 수동소음제어 방식보다 설치하기

에 용이한 장 이 있다.

많은 산업 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유도 동기에서 발생

하는 진동과 소음은 자기 , 기계   공기역학 인 것으

로 분류할 수 있으며, 그 에서 가장 큰 비 을 차지하는 

것은 자기  진동으로 볼 수 있다[2,3]. 특히 자기  소

음은 1∼2kHz의 가청 역에서 가장 귀에 거슬리는 소리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지속 인 소음은 작업자의 청각 장애

와 작업능률의 하를 일으킬 수 있다[4,5].

본 논문에서는 능동소음제어에 사용되고 있는 여러 알고

리즘 에서 일반 으로 사용되는 FXLMS(Filtered-X 

LMS) 알고리즘의 성능을 개선한 Co-FXLMS(Correlation 

Filtered-X LMS)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유도 동기의 소음

감을 수행하고자 한다.

2. 다 채  ANC 시스템

2.1 FXLMS 알고리즘

그림 1은 다 채  ANC 시스템의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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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는 기  마이크,    ⋯ 는 제

어스피커,   ⋯ 은 에러마이크이다. 는   

개의 2차 음원에서  개의 에러센서에 이르는 ×   개의 

2차 경로 달함수를 나타낸다. 이러한 2차 경로 달함수

의 존재는 체 시스템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문제 을 발생

시킨다. 

이런 문제 을 해결하기 해 입력신호 을 2차경로 

보상 필터에 통과시킨 신호를 사용하여 응 필터의 계수를 

조정하는 방법이 1980년 Morgan에 의해 처음 제안되었다. 

이것이 FXLMS 알고리즘이다[6∼8]. 시간 에서 오차신호 
은 다음과 같으며, 벡터의 요소들은 에러센서 출력

의 1차 소음성분들이다.

    ′
   ∗

   ∗

     (1)

여기서, 은 2차경로 달함수 의 충격응답이며 

∗는 선형합성 분(Convolution)을 나타낸다. 시간 에서, 

응 필터 의 계수 벡터 과 참조신호 의 입력

벡터 은 다음과 같다.

        ⋯  
      (2)

     ⋯      (3)

여기서, 은 응필터 의 차수이다. 응필터 

의 목 은 순간자승오차 를 최소화시키는데 있다. 이 

목 을 달성하기 하여 사용되는 LMS 알고리즘은 식 (4)

와 같다.

   

∇       (4)

여기서 , ∇ 은 시간 에서의 평균자승오차 구배의 
순간 추정치이며, 다음과 같다.

∇  ∇  ∇       (5)

식 (1)로부터 

∇ ∗  ′      (6)

이며, 따라서 구배 측치는 다음과 같이 된다.

∇   ′      (7)

식 (7)을 식 (4)에 입하면, FXLMS 알고리즘을 구할 수 

있다.

    ′      (8)

 2.2 Co-FXLMS 알고리즘

식 (8)에 나타나 있듯이 FXLMS 알고리즘은 안정성과 수

렴속도에 있어서 수렴계수 와 필터링 된 입력벡터 ′
에 의존한다. 한 FXLMS 알고리즘에서는 고정된 수렴계

수를 사용하므로 참조신호 의 워가 작은 경우에는 필

터차수 을 크게 선정해야 하며 참조신호 의 워가 큰 

경우에는 필터차수 을 작게 선정해야 한다. 그러나 참조신

호 의 워가 시간에 따라 변하는 경우 고정된 수렴계

수로는 정상 인 제어 성능을 나타내지 못한다. 따라서 이

러한 을 보완하기 해 부가경로가 보상된 참조신호 

′의 워에 따라 수렴계수를 정규화해야 한다[9,10].

 
 ′ 


       (9)

여기서, 는 정규화된 수렴계수이고,  ′는 ′의 
워에 한 추정치이다.  ′을 추정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
은 ′의 제곱에 한 이동평균필터(Running-average 

Filter)를 사용하는 것이다. 다음은 ′ 에 한  차의 이

동평균필터이다.

 ′  


  

 

′      (10)

만약 이동평균필터의 차수가 응 필터 의 차수와 

같다면 즉, 이면 다음과 같다.

 ′ 
 ′  ′

    (11)

식 (11)을 식 (9)에 입하면 다음과 같다.

  ′ 


    (12)

식 (12)에서 수렴계수 이  ′  일 경우, 응 필

터 가 발산하므로 이를 방지하고자 경계계수(Bound 

Factor) 를 식(12)의 분모에 더해주면 다음과 같다.

 ′ 


    (13)

응 필터 의 계수 벡터 이 최 가 치벡터 

로 수렴하면 오차신호 과 필터링 된 참조신호 ′
의 상호상  은 0에 가깝게 근한다. 이것이 

Co-FXLMS 알고리즘의 기본 개념이며 상호상  은 다

음과 같다.

≡  ′     (14)

식 (14)의 상호상  은 ′의 기댓값으로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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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다.

 ′ ≈ ′′
≈ ′  ′ ′
≈′′

   (15)

여기서,  ′는 원하는 신호 과 필터링된 입력벡터 
 ′의 상호상 벡터이고 은 필터링된 입력벡터  ′의 
자기상 행렬이다. 이때 최 가 치벡터 는 다음과 같다.

 ≈′  ′     (16)

따라서, 가 치벡터 이 최 가 치벡터 로 수렴

하면 상호상  이 0이 되므로 Co-FXLMS 알고리즘의 

기본 개념이 입증된다. Co-FXLMS 알고리즘의 블록도는 그

림 2와 같다.

그림 2 Co-FXLMS 알고리즘의 블록도

Fig. 2 The block diagram of Co-FXLMS algorithm

3. 시뮬 이션

3.1 유도 동기의 소음 측정

실험을 해 사용된 유도 동기는 11kW의 3상 유도 

동기를 사용하 으며, 유도 동기에서 약 1m 떨어진 거리에 

측정용 마이크를 설치하고 유도 동기의 속도를 가변하며 

소음을 측정하 다. 본 논문에 사용된 유도 동기의 소음은 

다음과 같다.

 1. 500rpm, 100rpm, 1500rpm으로 동작하는 시불변 소음

 2. 500∼1500rpm으로 시변하는 가속 소음

그림 3 유도 동기의 소음측정

Fig. 3 The noise measurement of an induction motor

시뮬 이션  실험은 FXLMS, Co-FXLMS 알고리즘의 

성능을 비교하기 해 다음과 같은 조건에서 시뮬 이션  

실험을 진행하 다. 

 1. 시불변 소음에 한 FXLMS, Co-FXLMS 알고리즘

의 성능 평가

 2. 시변 소음에 한 FXLMS, Co-FXLMS 알고리즘의 

성능 평가

의 조건들은 시스템의 변화에 따른 각각의 알고리즘의 

성능을 알아보고 제안한 알고리즘의 우수성을 증명하기 

함이다.

3.2 능동소음제어 시스템

능동소음제어 실험을 해 그림 4와 같이 Test-bed를 구

축하고 1×2×2(1개의 원소음 스피커, 2개의 제어스피커, 2개

의 에러마이크)의 다 채  능동소음제어 시스템을 구성하

다. Test-bed는 길이 572cm, 비 290cm, 높이 246cm의 

크기로 제작되었으며, 유도 동기가 폐공간 내부의 벽면에서 

50cm 거리, 바닥에서 100cm 높이에 있다고 가정하 다. 유

도 동기를 실제 내부에 설치하여 실험하기에는 공간상 한

계가 있기 때문에 유도 동기의 소음을 미리 측정하여 원소

음 스피커를 통해 출력하 다.

2개의 제어스피커는 원소음 스피커에서 100cm 거리, 바

닥에서 100cm 높이에 치시켰으며, 2개의 에러마이크는 원

소음 스피커에서 150cm 거리, 높이는 120cm 높이를 선정하

다.

그림 4 Test-bed 내부의 능동소음제어 시스템

Fig. 4 The ANC system in the Test-bed

3.3 시뮬 이션  결과고찰

Co-FXLMS 알고리즘의 제어성능을 확인하기 하여 기

존의 FXLMS 알고리즘과 비교하는 능동소음제어 시뮬 이

션을 수행하 다. 시뮬 이션은 그림 4와 같이 원소음이 1

개이고, 2개의 제어스피커와 2개의 에러마이크를 사용한 시

스템에 하여 수행하 으며, 음속은 340m/s로 일정하다고 

가정하 다. Co-FXLMS 알고리즘을 이용한 시뮬 이션은 

경계계수 는 1, 상 수렴계수 는 0.00001, 망각계수 는 

0.7로 선정하여 수행하 으며, FXLMS 알고리즘을 이용한 

시뮬 이션은 수렴계수 의 값을 0.000000002∼0.00002까지 

가변하며 수행하 다. Co-FXLMS 알고리즘과 FXLMS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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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원소음

(b) ANC 용, Co-FXLMS M1, M2

(c) ANC 용, FXLMS(=0.000000002) M1, M2

(d) ANC 용, FXLMS(=0.0000002) M1, M2

(e) ANC 용, FXLMS(=0.00002) M1, M2

그림 5 유도 동기 속도 – 500rpm

Fig. 5 The induction motor speed – 500rpm

(a) 원소음

(b) ANC 용, Co-FXLMS M1, M2

(c) ANC 용, FXLMS(=0.000000002) M1, M2

(d) ANC 용, FXLMS(=0.0000002) M1, M2

(e) ANC 용, FXLMS(=0.00002) M1, M2

그림 6 유도 동기 속도 – 1000rpm

Fig. 6 The induction motor speed – 1000rpm

고리즘의 성능비교가 용이하도록 능동소음제어 시스템의 

치와 높이는 동일하며, 필터 차수도 32차수로 동일하게 수행

하 다. 다음은 500rpm, 1000rpm, 1500rpm, 500∼1500rpm 

소음을 이용한 시뮬 이션 결과이다. M1, M2는 각각 에러

마이크 1, 2를 타나낸다.

그림 5는 500rpm 소음을 이용한 시뮬 이션이다. 

Co-FXLMS 알고리즘과 FXLMS 알고리즘 모두 안정 으로 

감쇄되는 결과를 보 다. FXLMS 알고리즘의 경우 수렴계

수가 0.000000002에서 0.00002까지 증가함에 따라 소음의 감

쇄 정도는 커지지만 수렴속도는 감소하 다.

그림 6은 1000rpm 소음을 이용한 시뮬 이션이다. 

Co-FXLMS 알고리즘은 500rpm 소음과 마찬가지로 안정

인 감쇄를 보 다. FXLMS 알고리즘은 수렴계수가 작을 때

(0.000000002)는 소음이 감쇄하긴 하 으나 수렴하지 못하는 

특징을 보 다. 수렴계수가 증가할수록 소음 감쇄 효과도 

커지며 뛰어난 수렴 성능을 보 다.

그림 7은 1500rpm 소음을 이용한 시뮬 이션이다. 

Co-FXLMS 알고리즘은 1000rpm 소음에 비해 소음의 크기

가 증가하 음에도 안정 인 감쇄 효과를 보 다. FXLMS 

알고리즘은 수렴계수가 작을 때는 1000rpm과 마찬가지로 

수렴하지 못하 으며, 수렴계수가 0.0000002일 때는 안정

인 수렴성능과 감쇄효과를 보 으나, 수렴계수가 0.00002일 

때는 오히려 발산하는 특징을 보 다.

그림 8은 500∼1500rpm으로 가속되는 소음을 이용한 시

뮬 이션이다. Co-FXLMS 알고리즘은 시간에 따라 소음이 

가변되더라도 안정 인 감쇄효과를 보 다. FXLMS 알고리

즘의 경우 수렴계수가 작을 때는 소음 감쇄가 거의 이루어

지지 않았으며, 수렴계수가 증가할수록 소음 감쇄 효과는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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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원소음

(b) ANC 용, Co-FXLMS M1, M2

(c) ANC 용, FXLMS(=0.000000002) M1, M2

(d) ANC 용, FXLMS(=0.0000002) M1, M2

(e) ANC 용, FXLMS(=0.00002) M1, M2

그림 7 유도 동기 속도 – 1500rpm

Fig. 7 The induction motor speed – 1500rpm

(a) 원소음

(b) ANC 용, Co-FXLMS M1, M2

(c) ANC 용, FXLMS(=0.000000002) M1, M2

(d) ANC 용, FXLMS(=0.0000002) M1, M2

(e) ANC 용, FXLMS(=0.00002) M1, M2

그림 8 유도 동기 속도 – 500∼1500rpm

Fig. 8 The induction motor speed – 500∼1500rpm

          (a) 500rpm              (b) 1000rpm

          (c) 1500rpm          (d) 500∼1500rpm

그림 9 Co-FXLMS 알고리즘의 수렴계수

Fig. 9 The step sizes of Co-FXLMS algorithm

지만 소음의 크기가 커질수록 발산하는 특징을 보 다.

그림 9는 4가지 소음에 한 Co-FXLMS 알고리즘의 수

렴계수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소음이 큰 제어 반에는 

큰 수렴계수를 사용하고, 소음이 어드는 후반에는 작은 수

렴계수를 사용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5∼그림 8의 시뮬 이션 결과를 통해 Co-FXLMS 

알고리즘은 다양한 소음에 해 안정 인 수렴성능과 뛰어

난 소음 감쇄 효과를 보 다. 하지만, FXLMS 알고리즘은 

고정된 수렴계수로 인해, 수렴계수가 작을 때는 안정 이지

만 소음 감쇄 효과가 떨어졌으며, 수렴계수가 클 때는 소음 

감쇄 효과는 뛰어나지만 안정 이지 못한 특징을 보 다.

Co-FXLMS 알고리즘과 FXLMS 알고리즘을 이용한 시

뮬 이션의 결과를 아래 표 1에 정리하 다. 표의 M1, M2

는 에러마이크1, 2를 나타내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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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리즘
수렴

계수

소음

[rpm]

ANC 

용 
ANC 용 후 수렴

시간

[sec]원소음

[dB]

M1 

[dB]

M2 

[dB]

감쇄 

[dB]

감쇄 

[dB]

M1

M2

Co-

FXLMS
-

500 -3.44
-29.67 -29.70 0.3

-26.23 -26.26 0.3

100 5.60
-21.31 -22.21 0.7

-26.91 -27.81 0.6

1500 14.45
-11.10 -12.07 1.4

-25.55 -26.52 1.6

500∼

1500
-2.53

-28.66 -27.43 -

-26.13 -24.90 -

FXLMS

0.000000002

500 -3.44
-29.68 -29.60 1.1

-26.24 -26.16 0.9

1000 5.60

-19.85 -18.80
수렴 

못함

-25.45 -24.40
수렴 

못함

1500 14.45

-8.52 -8.61
수렴 

못함

-22.97 -23.06
수렴 

못함

500∼

1500
-2.53

-28.65 -27.44 -

-26.12 -24.91 -

0.0000002

500 -3.44
-29.68 -29.60 0.7

-26.24 -26.16 0.6

1000 5.60
-19.87 -18.87 9.2

-25.47 -24.47 8.3

1500 14.45
-8.58 -8.65 5.2

-23.03 -23.10 4.3

500∼

1500
-2.53

-28.65 -27.44 -

-26.12 -24.91 -

0.00002

500 -3.44
-29.69 -29.82 0.3

-26.25 -26.38 0.3

1000 5.60
-21.89 -22.07 1.5

-27.49 -27.67 1.3

1500 14.45
발산 발산 -

- - -

500∼

1500
-2.53

-28.70 -27.40 -

-26.17 -24.87 -

표   1  시뮬 이션 결과

Table 1 Simulation results

가변되는 Co-FXLMS 알고리즘의 수렴계수는 그림 9와 

같다.

4.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소음 변화에 따른 유도 동기의 소음감쇄 

효과를 알아보기 하여 FXLMS 알고리즘과 Co-FXLMS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시뮬 이션을 수행하 다. 두 알고리

즘의 성능 평가를 해 유도 동기를 4가지 조건(500, 1000, 

1500, 500∼1500rpm)으로 구동한 후 그 소음을 측정하여 사

용하 으며, 동일한 조건의 ANC 시스템을 구축하여 실험을 

진행하 다.

첫째, 시뮬 이션에서 FXLMS 알고리즘은 큰 수렴계수를 

사용하 을 때, 빠른 수렴속도와 큰 소음감쇄를 보 으나, 

소음의 크기가 가변되면 발산하여 불안정한 특징을 보 다. 

한 작은 수렴계수를 사용하 을 때, 소음이 가변되더라도 

안정 인 특징을 보 으나 수렴속도의 감소와 작은 소음감

쇄 효과를 보 다.

둘째, Co-FXLMS 알고리즘은 원소음 신호에 따라 가변

되는 수렴계수 을 선정하여, 상호상 이 클 때는 큰 수

렴계수를 사용하여 수렴속도를 향상시키고, 상호상 이 작을 

때는 작은 수렴계수를 사용하여 안정성을 높이는 특징을 보

다. 이러한 특징으로 인해 유도 동기의 소음이 가변되더

라도 빠른 수렴속도와 안정 인 감쇄 효과가 나타났다. 이

를 통해 Co-FXLMS 알고리즘의 수렴성능  소음 감 효

과가 기존의 FXLMS 알고리즘에 비해 향상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를 통해 실제 산업 장과 같이 시간에 따라 소음

이 변화하는 환경에 Co-FXLMS 알고리즘을 용한 능동소

음제어 시스템을 사용한다면 작업자가 근무하는 공간의 소

음을 효과 으로 감소시킬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 다. 

한, 소음이 감소함에 따라 작업자의 능률향상과 스트 스 감

소 효과를 얻을 수 있으며 산업 반 인 생산성 향상 효과

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더불어 Co-FXLMS 알고

리즘에 한 연구가 발 함으로써 기존 FXLMS 알고리즘을 

사용할 때 보다 최 화된 수렴계수의 선정이 가능함으로써 

제어 효과의 향상을 기 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향후에는 시뮬 이션 결과를 바탕으로 실제 3차원 폐공간

에서의 실험을 수행할 계획이며, 일정하게 증가하는 소음이 

아닌 비선형 으로 가변되는 소음을 이용한 Co-FXLMS 알

고리즘의 성능평가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 Fuzzy 이

론과의 결합을 통해 알고리즘의 용성과 응용력의 향상에 

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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