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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논문은 시스템 인식에서 RLS의 성능을 높이기 

위한 한 방법으로 UDU 행렬 분해법을 바탕으로 한 

recursive total least squares (RTLS) algorithm을 제 

안한다. 기존의 RTLS는 Power Method에 의거해서 

recursive하게 만든 형태이어서 RLS와 거의 같은 구조 

이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는 일반적인 Power Method 

가 rank-1 update를 이용하기 때문에 ill-condition에 

빠질 가능성이 높은 점을 감안하여, UDU 행렬 분해법 

을 사용한 RTLS방법을 제안하고, 그를 시스템 인식에 

적용한다.

1. 서론

시스템 인식에서 RLS의 쓰임은 잘 정립되어 있는 

방법이다. 그러나 RLS로 시스템 인식을 할 때 입력측 

과 출력측에 작은 오차가 함께 존재할 경우도 있다. 이 

런 때 Least Square풀이법의 한 방법인 RLS는 좋은 

성능을 낼 수 없다. 일반적으로 TLS(total least 

square)는 입/출력측에 모두 오류가 존재할 경우 좋은 

결과를 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재귀적 구조 

를 가지고 있지 않다.

본 논문은 시스템 인식에서 RLS의 성능을 높이기 

위한 한 방법으로 새로운 recursive total least 

squares (RTLS) algorithm을 제안한다. 이는 TLS를 

Power Method에 의거해서 recursive흐!•게 만든 형태이 

어서 RLS와 거의 같은 구조이다. 그리고 본 논문에서 

는 일반적인 Power Method가 rank-1 update를 이용 

하기 때문에 ill-condition에 빠질 가능성이 높은 점을 

감안하여, UDU 행렬 분해법을 사용한 RTLS방법을 제 

안하고, 그를 MFNN의 훈련방법으로 적용한다.

2. Recursive TLS method for MFNN

그림 1(a)와 같은 시스템 인식에서 그림 1(b)과 같이 

입력과 출력에 잡음이 동시에 존재할 경우 일반적인 

TLS 문제는 다음과 같은 식의 최소화로 나타낼 수 있 

다.

nd배피s.t.(A + E)x = b + r (1)

여기서 A는 MxN의 입력 행렬, b는 Mxl의 출력 벡터 

이다. E와「은 각각 입력 행렬의 잡음과 출력 벡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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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음을 의미한다. Golub 등은 위 식을 최소하기위해서 

다음과 같은 확장된 행렬을 정의하고

A = [쇠 b] (2)

그의 최소 크기 고유치에 해당하는 고유 벡터Vn+f를 

구하여 그로부터 해, Xtsl를 얻는 방법을 제안하였다[1].

] V N+1,1

XfLS = : ， ⑶
V N+1,N+1

v N+LN 丿

여기서 Vn+i=& N+1,1 … Vn+1,N+1)T 이다

이 최소 고유치에 해당하는 고유 벡터를 구하기 위해 

서는 여러 방법을 사용할 수 있으나 실시간 응용을 위 

해서 다음과 같은 Power Method에 의한 재귀적인 방 

법에 의한 최소 고유치에 대한 고유벡터를 구할 수 있 

다.

표1. recursive total least square 방법 [1 ]

p(o)=m f(o)=

여기서 8 는 임의의 작은 값이고, I는 단위 행렬 

이다.

n=l ... N

a(n) = (a(n)T b(n)T)

.、 入 Tp(n-l)Z(n)k(n) =------- 「盐----
l+X -1a (n)P(n -1)

P(n) =X Tp(n -1) -X =1k(n)aH(n)P(n -1)

v(n) = P(n)vN+1(n-l)

vN+1(n) = v(n)/||v(n  에

하LS (”) = - ~ Y~\ (^+1.1 '', ^N+\,N+l X

3. UDU decomposed Recursive TLS method

RTLS에서 핵심은 P(n)을 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컴퓨터를 이용하여 계산할 경우 유한 자 

리 수로 인한 여러 가지 오류로 인하여, P(n)은 대칭성 

을 잃게 되고 또 Positive definite한 성질도 상실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른 극복하기 위해 이용할 수 

있는 방법에는 SVD, square-root, UDU 분해법 등이 

있다. 이들 중에서 UDU 분해법이 계산상의 효율성 때 

문에 많이 선호하고 있다. 본 절에서는 앞 절에서 제안 

한 RTLS의 계산 방법의 안정성을 제고하는 방법으로 

UDU 행렬분해법을 적용한 알고리즘을 제안한다[2]. 

앞 절에서 ,

P(n) =入 'P(n -1) -X 시k(n){H(n)P(n -1)

=X *P(n -1) -X =ip(n -l)a(n)aH(n)P(n -1)

(4) 

에 UDU 행렬 분해법을

P(n -1) = U(n - l)D(n - 1)UH (n -1) 적용하면 

다음과 같다.

P(n)=X-1U(n-l) D(n-l)-^ U(n-l)(5)

여기서

g = D(n - l)e, e = U(N-l)a(n)

p =eTD(n-l)e+X
실제로 UDU행렬 분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여 

러가지 알고리즘이 있으나 그 중 Bierd의 알고리즘을 

사용한다면 앞 절의 RTLS와 거의 비슷한 복잡도를 갖 

는 알고리즘을 구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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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 recursive total least square 방법

여기서 는 임의의 작은 값이고, I는 단위 행렬 

이다.

n=l ... N

a(n) = (a(n)T b(n)T)T

e = U(n-l)aH(n),g = D(n-l)e,a0 - 2

j=l,...,ne

灼.=勺_] +ejSj
Djj (n)=七｛n -l)ay_! / 勺 A 

vj=gj
= —e丿 / 勺t

i=l，…,j-1

"z) = u〃(D + s 

匕=匕+七("一 i)匕

P(n) = U(n)D(n)U(n) 
v(n) = P(n)vN+I(n-l) 

vN+1(n) = v(n)/||v(n  에 

여기서 y는 출력이고 x는 입력이다. 위 시스템을 잡음 

하에서 인식하기 위해서 인식 훈련할 때 MFNN의 입 

력과 출력에 각각 I。-'의 표준편차를 갖는 잡음이 부가 

하였다.

그림 3에서 보면 훈련 알고리즘의 성능을 알 수 

있다. 즉 UDU-RTLS가 가장 좋고, 그 다음이 RTLS 

이어 RLS 순이 됨을 알 수 있다. 이를 좀 더 명확히 

보기 의해서 그림 4에서는 오차를 나타내었다. 이를 보 

면 그림 3에서 관찰 했던 성능의 우위가 잘 나타나고 

있다.

5. 결론

본 논문에서는 좀 더 안정한 시스템 인식을 위한 

알고리즘의 하나로 새로운 RTLS를 이용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본 알고리즘의 안정성 확보을 위해서 UDU 

행렬 분해법을 적용한 알고리즘으로 발전 시켜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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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LS 어) = — ~ K" GZv+1,1 ''' "n+1,N+1 )

4. Sim니ation

제안된 알고리즘의 성능을 보이기 위해서 그림2와 

같은 MFNN를 이용한 시스템 인식을 가정하고 이를 

RLS와 표1과 같은 RTLS 및 표2와 같은 UDU-RTLS 

로 각각 훈련한 결과를 그림 3와 그림4에 각각 보였다. 

이 때 다음 식과 같은 가상의 모델을 세우고 MFNN이 

이를 바탕으로 인식하도록 하였다.

y = sin(3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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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Output measurement noise

그림4. 훈련 오차 비교（파선:RLS, 일점쇄선:RTLS,

실선:UDU—RTLS)

(b) Input and output measurement noise 

그림 1. Training of Neural Networks

그림3. 훈련 성능 비교（파선:RLS, 일점쇄선:RTLS, 

실선:UDU-RT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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