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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1)

본 논문은 Nonstationary 환경에서 농작하는 소 

나의 DOA추정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하여 가변 

망각인자를 도입한 새로운 Extended PASTd ( 

Extended Projection Approximation of 

Subspace Tracking with deflation) 을 제안하고 

기존 알고리즘과 비교함으로써 새로운 알고리즘 

의 향상된 성능을 보인다,

1. 서론

소나를 이용한 방위추정에서는 표적 방위 신호의 공 

간정보가 충분히 stationary라는 가정을 가지고 있다. 

공간정보가 stationary라는 의미는 표적이 각 snapshot 

시간 간격동안에 충분히 조금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의 

미한다. 그러나 위의 기술은 표적이 빠르게 움직이거나 

소나 배열로부터 근접 거리에서 보통 속도로 움직일 때 

와 같이 소나 배열 면에서 봐서 공간각의 움직임이 큰 

nonstationary 환경에서는 상당히 열화된 결과가 나온 

다、

지금까지 연구된 결과 중에서 nonstationary 환경에 

응용이 가능한 알고리즘올 든다면 PAST(Projection 

Approximated Subspace Tracking 와 PASTd 

(Projection Approximated Subspace Tracking with

1) 본 연구는 하나로통신의 지원으로 이루어졌습니 

다.

deflation) 등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들 

알고리즘들도 사용하는 망각인자의 크기에 따라 

nonstationary환경에서의 성능이 달라지게 된다. 또 적 

용 환경이 nonstationary와 동tationary가 섞여 있는 경 

우 단일 망각인자를 사용한 추정 알고리즘의 추정 결과 

는 nonstationary 구간의 성능향상을 목표로 하면 

stationary 구간에서 성능이 떨어지고, stationary 구간 

의 성능에 목표를 맞추면 nonstationary 구간에서의 성 

능이 나빠지게 된다.

본 논문에서는 위에서 언급한 nonstationary / 

stationary 혼합 환경에서도 효과적으로 소나 배열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기 위한 DOA 추정용 부공간 추정 

알고리즘을 제안한다. 제안하는 알고리즘은 가변 망각 

인자를 사용하여 nonstationary^ 경우 뿐 아니라 

stationary인 경우에도 적합한 망각인자로 자동 가변 

되어 단일 망각인자를 사용한 알고리즘보다 우수한 결 

과를 내도록 한다.

2. Extension of PASTdtl]

PASTd란 다음과 같은 식 을 만족하는 subsapce W를 

구하는 B. Yang이 제안한 방법이다.

W=arg min J(W) ⑴

위 식을 만족하는 W 의 각 행은 signal space 의 

orthonormal basis가 되고, 또 WW 은 signal subspace 

로의 projection 행렬이 된다. 이와 같은 성질은 띠는 

W를 구한다면 기존의 고분해능 알고리즘인 MUSIC이 

나 ESPRIT과 함께 사용하여 quaistationary환경에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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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한 고분해능 알고리즘을 구성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방법은 subspace의 rank를 미리 알아야 할 필요가 있 

다. 이를 위해서 PASTd 알고리즘과 AIC, MDL등의 

rank 추정기를 서로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확장된 

PASTd알고리줌이 발표되었다. 식(1)에 근거한 확장된 

PASTd 알고리즘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Choose di(0) and Wi(0) suitably

For E,2,... Do

xt(t)=x(t)

For i드Do

서(t)二 j9Aj(t-l)+ lyi(t)|2

Xpi(t)=Xi(t)-Wi(t)yi(t)

End

小 (t) 二人n(iT) 뉘 Xr 니 (t) 卩/(r「「)

AIC estimation for the number of signals

If r(t)<r(t-l)

remove {wi(l),서(t)l i=r(t)+l,...,r(t-l)}

Elseif r(t)>r(t-l)

generate a new auxiliary eigencomponent 

by computing

Wr(U(l) = Xw니 )시 (t)/|Xni니 )이 (t)l

Endif

W =〔Wi,W2，.…wr]

DOA estimation with ESPRIT algorithm and the 

W

End

위에서 x(t)는 데이터 벡터이고, I•은 신호수 또。는 고 

정 망각 인자이다.

3. Variable Forgetting Factor의 도입

2장에서 요약한 Extended PASTd는 고정 망각 인자 

。를 사용하여 nonstationary^l 환경에 대처하고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만나는 상황은 항상 nonstationary 

만 있는 경우보다는 stationary / nonstationary^]- 혼합 

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nonstationary의 정도도 

일정치 않은 경우가 흔하다. 또 Rank 추정기인 AIC나 

MDL도 일종의 추정 윈도우를 사용하는데 이 윈도우의 

길이를 nonstationary환경에 맞춰 조절해 주지 않으면 

추정의 오류를 일으키기 쉽다. 따라서 Extended 

PASTd 알고리즘을 위와 같은 일반적인 상황에서 더욱 

효과적으로 농작하도록 하기 위해서 망각인자를 상황에 

맞게 적응시켜주는 것이 필요하다. 본 장에서는 망각 

인자를 위한 비용함수를 새로 도입하고 이를 최소화하 

는 방향으로 망각 인자가 움직이도록 하여 상황에 적웅 

하는 새로운 Extended PASTd알고리즘을 제안한다. 

새로 도입할 망각 인자용 비용함수는 다음과 같다.

7= 2~ 言/)£(/) ⑵

단 3(九十) = 1이고 또

£(0―%(?) — wy(i) 이다.

위 식에서 을 최소화 망각인자 를 구하기 위해서 다음 

과 같이 steepest descent 방식으로 망각 인자를 구한다 

[2].

6( f) = 3( f — 1) 一 * 으 ⑶

여기서 E = 이다.

식 (2)을 풀어 쓰면,

8(1”) =&鱼 t— 1) 一 M仑(8"($)e(f)') (4)

이다. 위 식에서 샘플에 대한 순시 미분 을

사용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매우 노이즈에 민감한 특성 

을 나타낸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평탄화(smoolhing)된 

미분을 도입하여 사용한다.

/ =支£。3)决(/)43) (5)

(=0

위 식을 사용하여 식(3)을 새로 쓰면 다음과 같다.

1, t) = t— I) — aRe(J') (6)

그리고 J' 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순환식 형태로 

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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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 = t, t- DZ + eh{ i) E ((7)

위와 같이 새로 도입된 가변 망각인자를 적용하고, 또 

도입에 필요한 부수적인 인자를 수학적으로 유도하여 

Extended PASTd 알고리즘을 수정하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Choose di(0) and Wj(0) suitably

For t=l,2,... Do

For i= 1,2，…,r Do

yi(D=Wi''(tT)Xi(t)

A(t)= j0(t-lMi(t-l)+ |yi(t)|2

e'i(t)=-早 i(tT)w''i(tT)Xi(t)-Wi(tT)VL(tT)Xi(t)

J« (t)티?(t-1)〃 (t-l)+ eHi(t) ezi(t) 

j3(t)=j3(t-l)-aRe(/i)

Si(t)=di(t-1) +j0(t)S(t-l)

+2Re(『i(t-l)Xi(t)x"i(t)Wi(t-l))

+ eVt) [yi*(t)/di(t)]

+ei(t)[yXt)di(t)- yi*(t)Si(t)]/ di(t)2 

Wi(t)=Wi(t-l)+ei(t)[yi*(t)/di(t)] 

x*i(t)=Xi(t)-Wi(t)yi(t)

End

Av(t)=A.v(t-l) + lxr^(t)|2/(n-r)

AIC estimation for the number of signals

If r(t)<r(t-l)

remove {wi(t),A；(t)l i=r(t)+l，…,r(tT)}

Elseif r(t)〉r(tT)

generate a new auxiliary eigencomponent 

by computing

Wr(i)(t) = Xr(i-l>-l(t)/|xrll-P*l(t)l

Endif

W = [wi,w2，.…Wr]

DOA estimation with ESPRIT algorithm and the

W

End

여기서 %(t) 는 Wi(t) 를 망각인자로 미분한 것이고, 

Si(t)는 di(t)를 망각인자로 미분한 것이다.

4. Simulation results

제안된 알고리즘의 시간 추적성과 stationary 구간에 

서의 성능을 한번에 보이기 위해서 a=10로 설정하 

고 그림 1,2,3과 같이 일정 각도(-30°)에서 다른 각도 

(-40°)로 갑자기 변하는 환경을 가정하였다. 이런 환경 

은 급격하게 변하는 부분과 전혀 변하지 않는 두 극단 

적인 환경이 동시에 존재하는 것으로써 알고리즘의 시 

간 변환 추적성능을 잘 보여 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 

다. 그림 1,2,3은 서로 같은 신호에 대해서 수행한 결과 

이다.

그림1은 SNR이 20dB에서 제안된 알고리즘의 추정 

결과를 전시한 것이고, 그림2는 망각인자를 0.8과 0.97 

로 고정한 PASTd알고리즘의 결과이다. 그림 1과 그림 

2를 비교하면 제안된 방법이 변화 추적성이 우수함을 

알 수 있다. 또 추적성을 좋게 하기 위해서 망각인자를 

작게 했을 때 고정 망각인자의 경우 평탄부에서 추정결 

과의 변이가 상대적으로 심한 것을 볼 수 있다. 그림3 

는 추정의 결과를 수치로 확인하기위하여 추정 오차의 

표준편차를 전시한 것이다. 그림 3를 통해서 보면 제안 

된 알고리즘이 갑작스런 변화에 잘 대처하는 것을 볼 

수 있고 또 평탄부분에서는 다시 망각인자가 조정되어 

우수한 추정 성능을 보이고 있다. 반면에 망각인자를 

고정시킨 기존 알고리즘의 경우 평탄부분에서의 추정 

성능이 저하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평탄부분의 경 

우 많은 긴 데이터 창을 사용하여 추정의 정확도를 높 

여야 함에도 망각인자가 급격한 변화 부분에 맞춰져 있 

어서 충분한 데이터 길이를 잡지 못한 이유이다.

그림 4은 Rank추정에 관한 성능을 보이기 위해서 시 

간에 따라서 신호의 수와 신호의 SNR이 다른 경우에 

대해서 제안된 알고리즘을 적용한 예이다.

5. 결론

본 논문에서는 대표적 순차 신호 부공간 추정 알고리 

즘인 PASTd의 시간 추적성 향상을 위한 새로운 알고 

리즘을 제안하였다. 제안된 알고리즘은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시간 추적성 향상 정도를 보였고 또 stationary 

환경에서도 기존 알고리즘에 비해서 성능이 저하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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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음을 보였다. 본 논문에서 제안된 알고리즘은 각도 

측면에서 이동성이 많은 목표물에 대한 DOA의 추정 

성능향상을 위해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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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제안된 알고리즘의 망각인자 tracking 특성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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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4 제안된 알고리즘의 시변 DOA Tracking 

((a)：scenario, (b)：추정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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