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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한 종속 BPF의 성능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Performance of the Stable Cascading BPF

김 정 환
*
․신 승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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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g-Hwan Kim․Seung-Sik Shin)

Abstract - This paper is a study on the performance of the stable cascading BPF. There are generally two methods of

designing IIR filter, which are a direct method and an indirect one. The indirect design method that is transformed into

the BPF by frequency transformation using the prototype analog LPF which is satisfied for designing specifications is

applied to this study. As typical prototype analog LPFs, there are the Butterworth filter, the Chebyshev filter and the

elliptic filter. In this study, we connect the frequency transformed BPFs (to the cascade form) which have been

converted from the stable Butterworth filter and Chebyshev filter. Three classified simulations are conducted in this

study, which are the cascading Butterworth BPF Only, the cascading Chebyshev BPF Only and the cascading

Butterworth and Chebyshev BPFs. As a result of the simulation, this study shows that a ripple size of the cascading

Chebyshev BPF Only is about 1[dB] smaller than that of the cascading Butterworth and Chebyshev BPFs and also the

skirt characteristic of the cascading Chebyshev BPF in the transition band is most outstanding and has the widest

bandwidth. The result of performance comparison shows the validity of specifications required in the workpl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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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디지털 신호처리 분야에서 필터 설계는 음성 및 영상 신

호의 합성과 인식, 생체신호 분석, X선 단층 촬영, 지진파

해석, 천문학 해석을 비롯한 전기/전자/정보통신, 의용 공학,

자원탐사 등 거의 모든 산업전반에 걸쳐 사용되고 있다. 또

한, 아날로그 신호와 디지털 신호 사이의 변환 작업 또는 디

지털 펄스 신호 처리에 필요로 하는 적합한 형태로 파형을

등화하거나 변형시키는 등의 동작을 수행하게 된다. 이 때

문에 필터의 중요성이 강조되어 지고 있다[1]. 아울러, 본 논

문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인 Butterworth 필터와 Chebyshev

필터의 장점을 가지는 필터를 구현하려는 연구가 현재 진행

중이며, 낮은 소비 전력과 전원 안정화, 초정밀 등의 사양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대역통과필터의 리플제거에 관한 연구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2~7]. 최근의 연구는 Chebyshev

LPF와 Elliptic LPF의 조합으로 통과대역은 평탄하고 천이

대역의 경사도는 크게 만드는 연구가 진행 되고 있다[5][12].

이와 다르게 본 논문은 버터워스 LPF를 주파수 변환하여

얻은 ⓵버터워스 BPF의 종속 연결(cascading connection),

⓶체비세프 LPF를 주파수 변환하여 얻은 체비세프 BPF의

종속 연결, ⓷버터워스 BPF와 체비세프 BPF의 종속 연결한

BPF의 성능을 비교 분석하였다. 또한, BPF의 안정성을 확

인하기 위하여 Z 평면에서의 단위원을 도시하였다.

일반적인 디지털 IIR 필터를 설계할 때 저역통과 필터, 대

역통과필터, 고역통과필터 등을 각각 따로 설계하는 것보다

저역통과 필터를 설계한 후 주파수 변환을 하여 대역통과

필터, 고역 통과필터 등을 설계하면 설계과정이 훨씬 쉬워진

다[8~9]. 그래서 디지털 필터의 원하는 스펙으로부터 프로토

타입 저역통과 필터를 유도하고, 유도한 저역통과필터를 원

하는 특성의 필터로 변환시킨다. 원하는 필터 특성이 대역

통과 필터일 경우 하한 주파수(lower edge frequency) 과

상한 주파수 를 결정하여 저역 필터의 전달함수 H(s)에

식 (1)을 대입하여 대역통과 필터의 전달함수를 구한다.

 

 


(1)

여기서, 는 중심주파수이며 
  ⋅이고, 는 대역폭이

며   이다.

식 (1)에 의해 구한 새로운 전달함수 H(s)를 쌍선형 z변

환법(bilinear z transform), 식 (2를 적용하여 디지털 IIR 필

터 전달함수 H(z)을 구한다. 쌍선형 변환시 발생되는 주파

수 응답의 왜곡현상을 보상하기 위해 , 즉 아날로그 주파수

응답과 디지털 시스템의 응답이 원하는 주파수 범위에서 매

우 비슷해지도록 하기 위해 미리 식 (3)을 대입하여 프리워

핑(prewarping)시킨다[8~9].

  

 

  

(2)

′  

  


 (3)

여기서 ′는 디지털 임계 주파수이며, 는 아날로그 임계

주파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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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아날로그 필터 스펙의 임계주파수 를 식 (3)에

의해 프리워핑한 후 식 (1)에 대입하여 대역통과 필터로 주

파수 변환하고, 마지막으로 쌍선형 변환 식(2)에 대입함으로

써 디지털 IIR 필터의 전달함수 H(z)을 구할 수 있다.

2. 주파수 변환된 BPF의 안정성과 주파수 응답

2.1 버터워스 LPF의 안정성과 주파수 특성

버터워스 필터의 특성은 통과대역에서는 리플이 평탄하고

천이대역에서는 완만한 경사를 갖는다[8~11]. N차의 아날로그

버터워스 필터의 주파수 응답은 식 (4)와 같으며, 분모 다항

식의 안정한 근, 즉 필터의 극 의 위상은 식 (5)와 같다.

  











(4)

 











   



 
   

(5)

여기서,  ⋯  이다.

위의 식으로부터 안정한 N차의 버터워스 특성방정식을 구

하면 식(6), (7) (8), (9와과 같으며, Z-평면 상에 단위원을

그리면 그림 1이고, 주파수 응답은 그림 2에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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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cos  cos

≒, cos  cos


≒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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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여기서, cos  cos

≒ cos  cos


≒ 이다.

그림 1 Butterworth N차 LPF의 Pole/Zero Plot

Fig. 1 Pole/Zero Plot of Butterworth Nth LPF

그림 2 Butterworth N차 LPF의 Magnitude Response

Fig. 2 Magnitude Response of Butterworth Nth LPF

그림 1에서 5차까지의 극점 모두가 단위원 안에 존재하여

안정함을 알 수 있으며, 그림 (2)에서처럼 Butterworth 필터

는 통과대역에서 Maximal flat함을 알 수 있다. 여기서, 차

단주파수   로 하였다.

2.2 주파수 변환된 버터워스 BPF의 안정성과 주파수

특성

Butterworth LPF를 식 (1)에 대입하여 BPF로 주파수 변

환하면 Butterworth BPF의 특성을 얻을 수 있다. 차수가 2

인 프로토 타입 Butterworth LPF를 대역통과 필터로 주파

수 변환한 4차 Butterworth BPF의 전달함수는 식 (10)과

같이 구할 수 있으며, Z-평면상의 안정성 판별을 위해 단위

원을 그림 3에 나타냈으며, 주파수 응답을 그림 4에 나타내

었다.

 


 


(1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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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고   ⋅ 이며,

          ,

   ⋅        

  이다.

그림 3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단위원 상에 극점 4개가

모두 존재하므로 안정하며, 그림 4에서 BPF의 하한 주파수

는 7.5kHz이고 상한 주파수는 15kHz이고, 통과대역에서

Maximal flat하다.

그림 3 Butterworth 4차 BPF의 Pole/Zero Plot

Fig. 3 Pole/Zero Plot of Butterworth 4th BPF

그림 4 Butterworth 4차 BPF의 Magnitude Response

Fig. 4 Magnitude Response of Butterworth 4th BPF

2.3 Chebyshev LPF의 안정성과 주파수 특성

Chebyshev 필터는 통과대역에서는 등맥동의 리플

(equiripple)을 갖으며 천이대역에서는 급격한 경사 특성을

갖는다[8~11]. 버터워스 필터는 통과대역에서 리플이 없지만

체비세프 필터는 리플이 있으며, 체비쉐프 필터의 통과대역

리플(passband ripple) Ap를 1[dB]로 놓으면, 통과대역 리플

조절 매개변수(regulating parameter) 은 식 (11)과 같이 구

해진다.

 
 

≒ (11)

또한, 전달함수의 근    라 할 때 와 는 식

(12)이므로, 이에 따른 차수 2,3,4,...N차의 특성방정식을 구할

수 있으며, N=2일 때의 안정한 특성 방정식을 구하면 식

(13)과 같다.

  sinh 

  


sin 

 


  cosh 

  


cos

 
 (12)

여기서  ⋯ 이다.

   


(13)

그림 5는 Chebyshev N차 LPF의 Pole/Zero Plot으로서 단

위원 내에 모든 극점이 있어 안정함을 알 수 있으며, 그림

그림 6은 주파수 응답으로 통과대역에서는 리플이 있지만

천이 대역에서 가파른 경사를 갖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5 Chebyshev N차 LPF의 Pole/Zero Plot

Fig. 5 Pole/Zero Plot of Chebyshev N
th
LPF

그림 6 Chebyshev N차 LPF의 Magnitude Response

Fig. 6 Magnitude Response of Chebyshev Nth LPF

2.4 Chebyshev BPF의 안정성과 주파수 특성

Chebyshev LPF를 식 (1)에 대입하여 BPF로 주파수 변환

하면 Chebyshev BPF의 특성을 얻을 수 있다. 차수가 2인

프로토 타입 Chebyshev LPF를 대역통과 필터로 주파수 변

환한 4차 Chebyshev BPF의 전달함수는 식 (14)와 같이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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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으며, Z-평면상의 안정성 판별을 위해 단위원을 그

림 7에 나타냈으며, 주파수 응답을 그림 8에 나타내었다.

 



 


(14)

여기서,   ⋅ ⋅⋅

이고   ⋅ 이며,

          ,

  ⋅     ⋅     

이다.

그림 7 Chebyshev 4차 BPF의 Pole/Zero Plot

Fig. 7 Pole/Zero Plot of Chebyshev 4th BPF

그림 8 Chebyshev 4차 BPF의 Magnitude Response

Fig. 8 Magnitude Response of Chebyshev 4
th
BPF

그림 7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극점 4개 모두가 단위원

안에 위치하므로 안정하며, 그림 8에서 BPF의 하한 주파수

와 상한 주파수는 Butterworth와 동일하게 7.5kHz와 15kHz

이다. Magnitude Response를 보면 알 수 있듯이

Chebyshev BPF는 통과대역에서 리플이 있다.

3. 종속 BPF의 안정성과 주파수 응답

3.1 종속 필터의 구조

일반적으로 디지털 필터의 전달함수를 종속구조(cascade

form)로 표현하면 식 (15)와 같다[6~11].

 
  ⋯

 

 
  ⋯

 




  



 
  

  


  



 
  

  

(15)

본 논문에서는 Butterworth 4차와 6차, Butterworth 4차

와 Chebyshev 6차, Chebyshev 4차와 6차를 각각 종속 연결

한 종속 10차 BPF를 실험하였다.

3.2 종속 BPF의 안정성과 주파수 특성

Butterworth 4차와 6차 BPF의 종속 연결과 Chebyshev 4

차와 6차의 종속연결, 그리고 Butterworth 4차와 Chebyshev

6차를 종속 연결하였을 때의 주파수 응답과 안정성 판별을

위한 Pole/Zero Plot을 그림 9와 그림 10에 각각 나타내었다.

그림 9 종속 10차 BPF의 Magnitude Response

Fig. 9 Magnitude Response of Cascading 10th BPF

그림 10 종속 10차 BPF의 Pole/Zero Plot

Fig. 10 Pole/Zero Plot of Cascading 10
th
BPF

그림 9를 보면, 실선(solid line)으로 표시한 버터워스만을

종속한 “Cascade of Butterworth : Order=10” BPF는 통과

대역에서 리플 없이 천이대역에서 완만한 경사의 스커트 특

성(skirt characteristic)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서,

주의 깊게 볼 것은 파선(dashed line)으로 표시한 Chebyshe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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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을 종속한 “Cascade of Chebyshev : Order=10” BPF로서

가장 가파른 경사를 갖고 있고, 즉 스커트 특성이 가장 우수

하며 대역폭(Band width)이 가장 넓다는 점이다. 또한, 그림

10처럼 3가지 모든 종속 연결에서 극점이 단위원 안에 존재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어 안정함을 확인할 수 있다.

4. 안정한 종속 BPF의 성능 비교 및 분석

종속 BPF의 성능 비교 및 분석을 위해 그림 9의

Magnitude Response를 확대하여 보면 그림 11과 같다.

그림 11 리플 크기 비교를 위한 통과 대역 확대

Fig. 11 Close look of ripple sizes in the passband

그림 11을 보면 실선의 “Cascade of Butterworth :

Order=10” BPF는 Butterworth만을 종속 연결한 BPF로서

통과 대역에서 리플이 없다. 그러나, 점선으로 표시한

“Cascade of Butterworth x Chebyshev : Order=10” BPF는

Butterworth BPF와 Chebyshev BPF를 종속 연결한 필터로

서 리플의 크기가 약 1.4[dB]이며, Chebyshev BPF만을 종

속 연결한 “Cascade of Chebyshev : Order=10” BPF는 리

플의 크기가 약 0.4[dB]로 나타났다. 이는 Chebyshev만을

종속 연결한 BPF가 다른 두 개의 종속 필터에 비해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음을 의미한다. 이를 표 1에 요약하였다.

표 1 안정한 종속 BPF의 성능 비교

Table 1 Performance comparison of the stable cascading

BPF

구분

종속

Butterworth

BPF

종속

Chebyshev

BPF

종속

Butterworth

＊ Chebyshev

대역폭 좁음 넓음 보통

리플의

크기
0[dB] 약 0.4[dB] 약 1.4[dB]

표 1에 요약한 것처럼, Butterworth만을 종속 연결한 “종

속 Butterworth BPF”는 다른 두 개의 종속 BPF에 비해 대

역폭이 좁음을 의미하고, Chebyshev BPF만을 종속 연결한

“종속 Chebyshev BPF”는 다른 두 개의 종속 BPF보다 대

역폭도 넓으며 리플의 크기는 Butterworth와 Chebyshev를

종속 연결한 “종속 Butterworth x Chebyshev” BPF보다 약

1[dB] 작게 나타나서 성능이 우수함을 알 수 있다.

5.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안정한 종속 BPF의 성능에 대해 다루었다.

제안하는 종속 BPF의 성능을 검증하기 위하여 먼저 프로토

타입 LPF의 전달함수를 전개하였으며, 안정성 판별을 위한

Pole/Zero Plot을 나타내었고, 각각에 대한 주파수 응답을

표현하였다. 그리고 주파수 변환한 대역통과 필터의 전달함

수 H(s)와 s-z변환에 의한 IIR 필터의 H(z)를 식으로 보였

으며, 주파수 응답과 안정성 판별을 하였다. 또한, 제안하는

BPF의 성능 비교를 위하여 주파수 변환한 BPF를 종속 접

속하였으며, 종속 연결한 BPF의 안정성 판별과 주파수 응답

을 그래프로 나타내었다. 그 결과 Chebyshev만을 종속 연결

한 BPF가 다른 두 분류의 종속 필터보다 대역폭이 가장 넓

었으며 차단 특성이 우수한 skirt 특성을 나타내었고, 리플

의 크기 또한 Butterworth BPF와 Chebyshev BPF를 종속

연결한 BPF보다 약 1[dB] 작게 나타나 버터워스 BPF의 장

점인 통과대역에서의 평탄 특성에 근접하였다. 향후 연구과

제로 종속 BPF의 대역폭에 대한 수치적 정밀 분석이 필요

할 것으로 판단되며,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필터를 구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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