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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his paper proposes a new active noise control (ANC) system for canceling broadband noise. The proposed 

ANC system is designed based on the multiband-structured delayless subband adaptive filter (MDSAF), which has 

advantages of fast-convergence speed and higher noise reduction performance by eliminating the aliasing and band-edge 

effects caused by band-partitioning. The simulation results show that the proposed ANC system has faster convergence 

speed as compared to the conventional ANC systems and effectively reduces the wideband noise.

Key Words : Active Noise Control, Subband Adative Filter, MSAF

* 비 회 원 : 앙  공과 학 자 기공학부

** 정 회 원 : 앙  공과 학 자 기공학부

† 교신 자, 시니어회원 : 앙  자 기공학부 교수

E-mail : tgchang@cau.ac.kr

   수일자 : 2009년 12월 3일

  최종완료 : 2010년  2월 6일

1. 서  론

근 화가 진행됨에 따라 인간 생활공간 주변의 소음 역시 

비례하여 증가되어 왔다. 공사장의 기계 소음, 도로의 자동

차 소음 등으로 인한 인간의 스트 스와 그로인한 피해들은 

이제 흔한 일이 되었다. 이러한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이

기 해 지 까지 많은 방법들이 제안되어 왔다. 종래에는 

소음의 감쇠를 해 방음재를 사용하여 소음원을 감싸거나, 

인간의 생활공간 주변에 방음벽을 세워 소음의 를 막고

자 하 다. 그러나 이러한 수동 인 소음 제어 방식은 효율

성이 떨어짐과 동시에 설치에 많은 비용이 소요되며, 특히 

인간의 귀에 민감한 주  성분의 소음 제어에 취약하다.

최근에는 고성능의 DSP가 등장하여 막 한 연산량의 실

시간 인 처리가 가능해졌고, 이에 따라 능동 소음 제어 방

법이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능동 소음 제어는 소음원을 감

싸거나 차단하는 기존의 수동  방식의 제어 방법에서 벗어

나 소음 신호와 크기는 같고 상은   반 인 반소음 

(anti-sound) 신호를 발생시켜 첩의 원리에 의해 소음 신

호를 상쇄하는 기술이다 [1].

그림 1은 능동 소음 제어의 기본 원리를 나타낸다. 소음

원에서 발생하는 소음 신호를 이라고 하면, 이 신호가 

임의의 달 달함수 를 통과한 후 제거의 상이 되

는 primary noise 신호 이 된다. 소음원에서 마이크 폰

을 통해 채집된 을 응 필터에 통과시킴으로써 반소

음 신호 이 생성된다. 그러나 이 반소음 신호는 소 트

웨어 인 알고리즘에 의해서 생성된 기 인 신호일 뿐이

다. 한 소음의 제어를 해서는 기 도메인에서 생성

된 반소음 신호를 음향으로 스피커를 통해서 발생시키고 

되어 소음 신호와 합성되는 과정을 고려해야 한다. 를 

들면, 자 신호가 음향신호로 변환되는 과정의 경우 여러 

개의 달함수로 구성될 수 있으며, 이 음향신호가 소음신호

와 합성되는 치까지 달되는 과정도 하나의 달함수로 

표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최종 으로 합성과정 이후

에 생성된 잔여신호 이 마이크 폰에 다시 채집되는 과

정도 여러 개의 달함수로 표 되게 될 것이다. 이러한 

간과정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의 달함수를 포 인 의

미로 2차 경로 효과 (secondary path effect)라고 하며, 이는 

블록도 상에서 로 표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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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능동 소음 제어의 기본 블록도

Fig. 1 Basic concept of Active Noise Contr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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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으로 계산된 반소음 신호 은 2차 달함수 

를 통과하면서 ′ 으로 변환된다. 그런데 문제는 이
러한 2차 달함수의 통과에 의한 반소음 신호의 변형이 

응 알고리즘에는 반 되지 않으므로 소음 제어의 성능을 떨

어뜨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시스템 자체를 불안정 상태에 

빠뜨릴 수가 있다. 따라서 능동 소음 제어에서는 2차 달

함수에 비한 응 알고리즘을 사용해야 하는데 그것이 바

로 filtered-x least mean square (FXLMS) 알고리즘이다 

[1]. 그러나 제어하고자 하는 소음이 역 신호일 경우 

FXLMS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효과 인 성능을 보이기 해

서는 고차의 필터가 필요한데, 이 경우 탭의 개수에 비례하

여 연산량 부담은 늘어나게 되며, 특히 자기 상  행렬의 고

유치 분포가 클 경우에는 수렴속도가 느려진다는 단 이 있

다. 사람의 음성 신호나 코골이 소음 등과 같이 기  신호

가 시간에 따라 빠르게 변화하고 역 특성을 갖는 경우 

이를 효과 으로 제어하기 해서는 빠른 수렴속도가 필수 

조건이 되는데 이러한 경우에 느린 수렴속도를 갖는 기존의 

능동 소음 제어 시스템은 성능 하의 문제를 가져올 수 있

다.

이러한 역 소음을 효율 으로 제어하기 해 서 밴

드 구조를 사용하는 방법들이 제안되기도 하 다 [3, 5]. 그

러나 기존의 서 밴드 구조를 사용하는 능동 소음 제어 시

스템의 경우, 각 밴드 사이에서의 aliasing이나 band-edge 

effect 등이 존재하여 수렴 속도를 느리게 하는 단 이 존재

한다. 한편, 서 밴드 구조에서는 밴드의 분할을 한 필터 

뱅크의 사용이 필수 인데 이로 인하여 신호의 달 경로에 

시간 지연이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시간 지연 역시 성능 

하의 주된 요인이 되기 때문에 이를 제거하기 한 방법

으로 시스템에 보조 연산 루 를 추가하는 방법이 제안되기

도 하 다 [3]. 그러나 이 경우에도 각 서 밴드에서 갱신된 

필터 계수들을 모아서  밴드 필터의 계수로 변환하는 과

정이 필요하게 되고, 이 때 추가 인 연산이 소요된다.

본 논문에서는 서 밴드 구조를 용하여 역 신호를 

효과 으로 제어하기 해 수렴 속도를 향상시킨 새로운 구

조의 능동소음제어 시스템을 제안한다. 수렴속도의 향상을 

해 각 서 밴드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aliasing과 band-edge 

effect를 제거하고, 추가 인 연산 과정 없이 보조 연산 루

를 사용하여 시간 지연을 제거한 multiband-structured 

subband adaptive filter (MSAF) 기반의 능동 소음 제어 시

스템을 제안한다 [2]. 컴퓨터 시뮬 이션 결과 본 논문에서 

제안된 능동 소음 제어 시스템의 수렴 속도가 기존의 알고

리즘을 사용한 시스템 보다 월등하며 이로 인해 역 소

음의 감쇠 효과도 더욱 우수함을 증명하 다.

2. 본  론

2.1 시간 지연 없는 MSAF (MDSAF) 기반의 능동 소음 

제어 시스템

1장에서 언 한 바와 같이 역의 소음 신호를 효과

으로 제거하기 해서는 수렴속도가 빠른 응 필터가 필요

한데 이런 조건을 만족시키는 것이 MSAF 알고리즘이다 

[4]. 그러나 MSAF 알고리즘 역시 다른 서 밴드 구조를 사

용하는 알고리즘과 마찬가지로 필터 뱅크의 사용에 따른 시

간 지연이 성능 하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이에 본 논문에

서 제안하는 능동 소음 제어 시스템은 보조 연산 루 를 추

가한 MSAF 알고리즘 (MDSAF) [6]을 통해 시간의 지연을 

제거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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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제안된 능동 소음 제어 시스템

Fig. 2 Proposed Active Noise Control System

그림 2는 MDSAF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한 능동 소음 제

어 시스템의 블록도이다. 여기서 는 2차 경로 효과를 

의미하며, 이에 한 보상을 해 오 라인 모델링 방법 [1]

으로 추정한 측 모델링 결과가 이다.  
  
  

는 필터 뱅크로서 하나의 신호를 여러 개의 서 밴드 신호

로 분리시켜 다. 입력 소음 신호 은 2차 경로 효과를 

모델링한 를 통과하여 필터링된 입력 신호 ′ 이 되
고, 이후에 필터 뱅크를 통과하면서 여러 개의 서 밴드 신

호  
  
  로 나뉘게 된다. 그림 2에서 선으로 표시

된 박스 부분이 시간 지연을 제거하기 하여 추가된 보조 

연산 루 를 의미하며, 이 박스 안에서 응 필터의 수렴과

정이 이루어짐과 동시에 이 연산과정과는 독립 으로  밴

드 필터 (fullband filter) 가 존재하여 출력 값을 내보

내 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시스템에서 각 밴드의 오차 신

호를 구하기 해서는 이 여러 개의 서 밴드로 나뉘

어야 한다. 그러나 능동 소음 제어 시스템에서는 마이크의 

센싱을 통해 입력 신호를 받아들이게 되는데 의 치

에는 이러한 센서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을 직

으로 구해낼 수가 없다. 따라서 를 시스템 내부 으로 

재사용하여 의 측 신호인 을 연산을 통해 구해

냈다. 즉,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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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한 샘  시간 동안의 연산량 비교

Table 1 computational complexity per input sample

MDSAF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하는 능동 소음 제어 시스

템의 필터 계수 갱신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진다.

 




∥′  ∥
′ 

      (2)

여기서 ∙ 항은 서 밴드 입력벡터를 그 크기로 정규화 

시키기 한 값이고, 는 스텝사이즈를 나타내며, 는 

분자가 0으로 나눠지는 것을 방지하기 한 작은 상수 값이

다. 한 ′ 는 를 통과한 i번째 서 밴드의 입력벡

터를 나타내며, 는 i번째 서 밴드의 에러벡터를 의

미한다.

MDSAF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한 능동 소음 제어 시스템

이 기존의 능동 소음제어 시스템과 다른 은 decimator가 

서 밴드 필터 ×  앞에 치한 게 아니라 뒤에 

치하 다는 과 각 서 밴드에 하나씩의 서 필터를 배

치하는 신에 decimation되지 않은 하나의  밴드 필터 

알고리즘으로 동작한다는 것이다. 한 각 서 밴드의 입력

은 각자의 신호 워로 정규화 (normalized) 됨으로서 

dynamic range가 어들게 되고, 서 밴드 필터링의 과정 

이후에 critical decimation을 사용함으로써 aliasing과 

band-edge효과 문제 등을 해결할 수 있게 되었다. 한 기

존의 Morgan이나 Merched가 제안한 서 밴드 구조에서는 

각 밴드마다 하나씩의 서 필터가 존재하 고, 각 서 필터

의 계수들을  밴드 필터의 계수로 변환하는 과정이 필요

했었다 [3, 5]. 그러나 MDSAF 알고리즘의 경우 여러 개의 

서 필터 신 하나의 응 알고리즘을 통해 수렴과정이 진

행되기 때문에 필터 계수들의 변환에 따른 추가 연산 과정

의 생략이 가능하다 [6]. 즉, 서 밴드에서의 계수가  밴드 

필터의 계수로 변환 없이 용 가능하다.

2.2 연산복잡도 비교

표 1에서 제시한 결과를 바탕으로 각 알고리즘을 기반으

로 한 능동 소음 제어 시스템의 연산복잡도를 분석하기 

하여 각 변수를 다음과 같이 가정한다. 서 밴드의 개수 N

은 16이고, 이 때 필터뱅크의 길이를 L  = 8N = 128로 하며 

 밴드 필터의 길이를 1024로 정하 다. 한 Morgan  

Merched의 DSAF에서  밴드 계수의 갱신을 한 빈도수 

J는 8로 한다. 이 경우 각 부분에서 필요한 연산량을 입

하여 합산하게 되면, 한 입력샘  당 실수값의 곱셈을 기

으로 Morgan의 DSAF는 2288번, Merched의 DSAF는 1400

번의 연산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MDSAF를 기반

으로 한 시스템의 경우에는 하나의 입력샘  당 6274번의 

실수 곱셈 연산이 필요하게 되는데, 이는 비교 상인 

Morgan과 Merched의 DSAF 알고리즘에 기반한 시스템보

다 많은 연산량이 필요함을 나타낸다. 그러나 이러한 차이

는 order of magnitude의 범  이내의 차이이며, 역 소

음의 수렴속도를 크게 향상시킬 수 있으므로 이 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MDSAF 알고리즘 기반의 

능동 소음 제어 시스템을 용함으로써 얻어지는 수렴속도

의 이 은 모의실험을 통해서 자세하게 다루도록 한다.

3. 모의실험

본 논문에서 제안된 MDSAF 알고리즘 기반의 능동소음

제어 시스템 성능을 평가하기 해 능동소음제어 분야에서 

가장 리 사용되고 있는 FXLMS 알고리즘과 Morgan의 

DSAF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한 시스템 성능과 비교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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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시간 역에서 코골이 소음 신호의 입력 형

Fig. 3 Snoring Noise Time domain Wave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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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코골이 소음 신호의 주 수 역 특성

Fig. 4 Characteristics of the Snoring Noise Sig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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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Normalized Misalignment learning 커

Fig. 5 Normalized Misalignment learning Curves

첫 번째 실험은 각 시스템의 수렴속도 비교이다. 실험을 

한 입력 기  신호로 그림 3과 같은 형을 갖는 성인 남

자의 코골이 신호를 가하 다. 코골이 신호는 생활환경에서 

쉽게 할 수 있는 역 소음 가운데 하나로서, 그림 4를 

통해 시간 역과 주 수 역에서 빠른 변화를 보인다는 

사실과 주  역에 하모닉 성분들이 집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역 코골이 신호를 제거하기 한 능동

소음제어 시스템의 수렴속도를 측정을 한 도구로 normalized 

misalignment (NM)를 사용하여 비교하 다. NM은 높은 상

도(highly correlated)와 비정상성(non-stationary) 환경에서 

응 필터의 수렴속도를 측정할 때, 재 필터의 계수와 최

값 사이에 얼마나 오차가 존재하는지 확인하는데 유용하

며 계산식은 다음과 같다.

  ∥∥
∥ ∥

          (3)

(a)

(b)

그림 6 코골이 소음의 감쇠 실험 (a) 시간 역에서의 감쇠 

(b) 주 수 역에서의 감쇠

Fig. 6 Active Noise Control Experiment for Snoring Noise

(a) Time Domain Attenuation (b) Frequency Domain 

Attenuation

이 때, 가 최 의 탭 계수이고, 가 재의 탭 계수

이다. 그림 5는 수렴속도 비교의 결과로서 NM learning 커

가 MDSAF를 기반으로 한 능동 소음 제어 시스템에서 

가장 격하게 어드는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서 자기 상  행렬의 고유치 분포가 큰 역 소음이 시스

템에 입력되었을 경우, 제안된 소음 제어 시스템이 가장 빠

르게 수렴함을 알 수 있다.

두 번째 실험은 사람의 코고는 소리에 한 소음 감쇠가 

얼마나 이루어지는지 알아보기 해 실시되었다. 이 때, 

응 필터의 차수는 1024이고, 서  밴드의 수는 16개, 스텝 

사이즈 는 0.01이며, 2차 달 함수는 256 탭의 FIR필터를 

이용하여 오 라인 모델링 기법을 통해 모델링 하 다. 그

림 6은 코고는 소음이 제안된 시스템에 입력되었을 때, 시간 

역과 주 수 역에서 소음의 감쇠가 얼마나 이루어지는

지 보여주고 있다. 시간 역에서의 감쇠의 경우 빠른 수렴

속도를 통해 효과 으로 소음의 크기가 어드는 모습을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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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한 주 수 역에서 소음의 감쇠를 보게 되면 

인간의 귀에 특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주  소음 성분이 

30 dB 이상 감쇠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수렴속도

를 빠르게 함으로써 역의 소음이 효과 으로 제어되고 

있음을 나타낸다.

4. 결  론

역의 소음을 효과 으로 제어하기 해서는 고차 필

터가 필요한데, 이로 인한 수렴속도의 하가 능동소음제어 

시스템의 체 인 성능을 하시키는 요인이 되어왔다. 본 

논문에서는 MDSAF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한 능동소음제어 

시스템이 제안되었다. 제안된 능동소음제어 시스템은 약간

의 연산량의 증가를 통해 aliasing과 band-edge 효과를 제

거함으로써 수렴속도를 향상시켰고, 보조 연산 루 를 사용

하여 필터뱅크로 인해 발생되는 신호 경로의 시간지연을 제

거함으로써 역의 소음을 효율 으로 제어할 수 있게 되

었다. 실제 모의실험 결과 본 논문에서 제안한 능동 소음 

제어 시스템이 기존의 능동 소음 제어 시스템 보다 빠른 수

렴속도를 보여 주었으며, 이로 인하여 표 인 역 소음 

신호 가운데 하나인 사람의 코골이 신호를 입력하 을 때, 

이를 효과 으로 제어가 가능함을 보 다. 특히 인간의 귀

가 민감하게 반응하는 주  성분의 소음을 30 dB 이상을 

제거함으로써 수동 인 소음 제어 방법이나 기존의 능동 소

음 제거 시스템에 비해 이 이 있음을 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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