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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디지털 상 고정 루 는 상 동기화를 해 사용되는 회로로 일반 으로 통신, 회로분야 등 다양한 분야

에서 사용된다. 디지털 상 고정 루 를 설계 시 상태추정기를 사용하는 경우 보통 칼만 필터와 같은 무한 

임펄스 응답 상태추정기를 활용해왔다. 일반 으로 무한 임펄스 응답 상태추정기 기반 디지털 상 고정 루

의 성능은 우수하지만, 기값의 부정확, 모델 오차, 외란 등의 상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격한 성능 하가 

발생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새로운 디지털 상 고정 루 를 설계 하기 해 최 의 측정값 구간 길이를 

갖는 최소 공분산 유한 임펄스 응답 필터를 제안한다. 제안된 유한 임펄스 응답 필터의 요 라미터인 측정

값 구간 길이를 구하기 해 수치  방법을 소개하며, 필터의 이득을 얻기 해 비용함수로 오차의 공분산 행

렬을 설정하고, 이를 최소화 하기 하여 선형 행렬 부등식을 사용하 다. 제안된 디지털 상 동기 루 의 우

수성과 강인성을 검증하기 해 노이즈 정보가 부정확한 상황에서 기존 방법과의 비교  분석을 한 시뮬

이션을 수행하 다.

ABSTRACT

The digital phase-locked loops(DPLL) is a circuit used for phase synchronization and has been generally used in 

various fields such as communication and circuit fields. State estimators are used to design digital phase-locked loops, 

and infinite impulse response state estimators such as the well-known Kalman filter have been used. In general, the 

performance of the infinite impulse response state estimator-based digital phase-locked loop is excellent, but a sudden 

performance degradation may occur in unexpected situations such as inaccuracy of initial value, model error, and 

disturbance. In this paper, we propose a minimum variance finite impulse response filter with optimal horizon for 

designing a new digital phase-locked loop. A numerical method is introduced to obtain the measured value interval 

length, which is an important parameter of the proposed finite impulse response filter, and to obtain a gain, the 

covariance matrix of the error is set as a cost function, and a linear matrix inequality is used to minimize it. In order 

to verify the superiority and robustness of the proposed digital phase-locked loop, a simulation was performed for 

comparison and analysis with the existing method in a situation where noise information was inaccu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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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디지털 상 고정 루 는 상 동기화와 신호의  

통과를 확인 하기 해 리 사용되는 일반 인 회로로 

통신, 회로, 제어, 신호처리 분야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

되어왔다[1-2]. 특히, 디지털 상 고정 루 는 소 트웨

어와 하드웨어의 발 으로 많은 성능향상이 있었으며, 성

능 향상을 해 사용된 방법으로는 상태추정기 등의 다양

한 수학 인 알고리즘 등이 있다. 잘 알려진 상태추정기가 

표 으로 칼만 필터(Kalman filter)이며 이는 디지털 

상 고정 루 에도 사용되며 우수한 성능을 보여왔다.

칼만 필터는 우수한 성능을 입증하며 모바일로 을 활

용한 SLAM[3], 무인운송체의 자세추정[4], 비쥬얼 센서 

네트워크의 트래픽 측[5]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어

왔지만, 여러 가지 문제 이 존재한다. 칼만 필터는 표

인 무한 임펄스 응답 필터로써 과거의 모든 측정값을 

사용하며 모든 모델 정보를 요구하기 때문에 기값의 

부정확성, 모델의 오차 등의 다양한 외란에 취약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단 들 때문에 오차가 

되어 상태추정기의 추정치의 격한 성능 하가 발생하

거나 발산하는 상이 발생할 수 있다. 의 단 을 극복

하기 해 일반 으로 사용되는 상태추정기가 유한 임펄

스 응답 필터(FIR filter: Finite Impulse Response filter)

이다.

유한 응답 상태추정기는 측정값 구간의 길이(horizon 

size)를 정의하고 가장 최근의 측정값들을 사용하는데, 

이로 인해 상태추정기 추정치의 성능 하를 막을 수 있

다. 한 유한 입력 유한 출력 안정성(BIBO stability: 

Bounded Input Bounded Output stability)을 갖는 안정

인 상태추정기로 기값의 부정확성, 모델의 오차 등 다

양한 외란에 기존의 무한 임펄스 응답 필터보다 우수한 

추정성능과 강인한 성능을 보인다[6-7]. 이러한 우수성으

로 인하여 Optimal FIR 필터[8], Kalman-like FIR 필터

[9], Frobenius FIR 필터[10] 등 많은 연구결과를 발표하

으며 실내 치추정[11], 비주얼 트래킹[12], 드론의 호

버링[13] 등 많은 분야에 용되어왔다. 최근에는 디지털 

상 고정 루 에 불편성 FIR 필터를 용한 연구가 발표

되었으며[14], 최소 공분산 유한임펄스 응답 필터 기반 

디지털 상 고정 루 설계도 연구되었지만[15], 자세한 

유도보다는 소개에 그쳤으며, 최 의 측정값 구간 길이에 

한 내용은 소개되지 않았고 자세한 분석과 확장된 내용

을 본 논문에서 소개한다.

본 논문에서는 최 의 측정값 구간의 길이를 갖는 최

소 공분산 유한 임펄스 응답 필터 기반 디지털 상 고정 

루 를 상태공간 모델을 기반으로 설계한다. 최 의 측정

값 구간의 길이를 얻기 해 수치  해석방법을 사용하

고, 최소 공분산 유한 임펄스 응답 필터의 해를 구하기 

해 공분산을 최소로 하는 선형 행렬 등식의 해를 구한

다. 이를 해 불편성 조건(Unbiased condition)을 만족하

도록 오차와 추정치와의 계  평균값을 도출해내며 

오차 공분산의 상한과의 계를 부등식으로 정의한다. 오

차 공분산의 크기를 최소화 하기 해 MATLAB의 LMI 

toolbox를 활용하여 이득값을 얻어 디지털 상 고정 루

를 설계하 다. 제안된 유한 임펄스 응답 필터 기반의 

디지털 상 고정 루 의 우수한 성능을 평가하기 해 

시뮬 이션을 수행하 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 최 의 측정값 

구간의 길이를 갖는 최소 공분산 유한 임펄스 응답 필터 

기반 디지털 상 고정 루 에 해 소개하고, 3장에서는 

제시된 모델을 기반으로 제안한 디지털 상 고정 루 의 

강인성을 검증하기 한 시뮬 이션 결과를 보이며, 4장

에서 본 논문의 결론을 맺는다.

Ⅱ. 최 의 측정값 구간의 길이를 갖는 최소 
공분산 유한 임펄스 응답 필터 기반 디지털 

상 고정 루  설계

본 장에서는 디지털 상 고정 루 의 상태공간 기반 

설계 기법에 해 다루어 본다. 디지털 상 고정 루 의 

상태 공간 모델은 식 (1)과 같이 주어진다 [1].

    
     

(1)

이때, 상태공간모델의 상태벡터는     
와 같

으며,     는 zero crossing point를 의

미하며 는 기 타이  오 셋,  는 각각 수신기

와 발신기의 주기를 의미한다.   는 타이  오

셋을 의미한다. 는 측정치를 의미하며, 




 

 

 








      은 상태공간을 이루는 

시스템 행렬이며, 상태공간모델의 시스템 모델과 측정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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델의 잡음  는 가우시안 백색 잡음으로 평균이 0이

며 분산이 각각 인 랜덤 잡음이다.

디지털 상 고정 루 의 상태벡터를 추정하기 해 

유한 임펄스 응답 구조의 상태추정기를 설계하면 식 (2)

와 같다.

 (2)

이때, 는 상태벡터의 추정치를 의미하며, 는 유한 

임펄스 응답구조의 상태추정기 이득을 의미, 

    
    

 ⋯  
  는 측정치를 하여 

만든 벡터 혹은 행렬로 정의되는데 이때, 측정값 구간의 

크기를 으로 정의하며 이를 horizon이라고 부른다. 측

정치는 가장 최근의 번째 측정치부터 측정값 구간 

내의 가장 오래된 번째까지의 측정값을 쌓아 만들

게 된다. 측정값 구간의 크기 N은 사용자가 설정해야하는 

라미터로 상태추정기 성능에 다양한 변화를 끼친다. 작

은 측정값 구간의 크기는 빠른 연산을 가능하게 하는 반

면에 충분한 성능을 보이기 어렵다. 이는 상태공간 모델 

(1)의 잡음과 외란의 향을 충분히 억제하기 어렵기 때

문이다. 반면에 측정값 구간을 무 크게 설정하면, 상태

공간 모델 (1)의 잡음과 외란의 향을 충분히 억제할 수 

있지만, 연산량이 격하게 증가하는데 이는 다음에 소개

되는 유한 임펄스 응답 필터를 설계하기 해 사용되는 

행렬들의 크기가 커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측정값 구간

의 크기 을 히 설정하여야 하는데, 이는 해석 으

로 설계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III장에서 설정하는 법에 

해 소개하도록 한다 [13].

 측정치를 하여 만든 벡터  를 상태 공간 모델 

(1)을 사용하여 다시 표 하면 식 (3)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3)

이때, 각각의 행렬   은 다음과 같

이 나타낼 수 있다.

 










⋮

 






 











  ⋯  
  ⋯  
  ⋯  
⋮ ⋮ ⋮ ⋮ ⋮

  ⋯ 

    
    

 ⋯ 
 

    
    

 ⋯ 
 

여기서 은 가 측성을 나타내는 행렬이며 이 행렬

이 반드시 N의 랭크를 가져야 한다.

한, 상태벡터 를 상태공간 모델 식 (1)을 사용하여 

표 하면 식 (4)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  (4)

유한 임펄스 응답 구조의 상태추정기를 다시 표 하기 

하여 식 (2)에 식 (3)을 입하면 식 (5)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5)

식 (5)에 식 (4)을 입하면 식 (6)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 

(6)

식 (6) 양변에 평균을 취하면 식 (7)과 같다.

 
  ⋯ 


(7)

이때 상태벡터의 추정치의 평균값과 상태벡터를 갖게 

만들려면 식 (8)과 같은 불편성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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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불편성 조건을 만족하기 한 유한 임펄스 응답 필터

의 이득값을 구하기 해 먼  오차를   로 정의

하고 이는 식 (9)와 같다.

 
 
  ⋯ 

(9)

식 (9)로부터 식 (10)과 같은 수식을 얻을 수 있다.


 〈     ⋯  〉

×〈     ⋯  〉
(10)

식 (10)의 양변에 평균을 취하면 다음은 오차의 공분산

을 얻을 수 있다.


  




〈     ⋯  〉
×〈     ⋯  〉






  

이때,   
 ⋯  로 정의되며, 오차

의 최소 공분산을 최소화하기 해 임의의 양수  를 사용

하여 오차의 공분산의 상한을 정하는 부등식을 일반 인 

볼록 최 화 문제에서 흔히 사용되는 방법으로 식 (11)과 

같다 [16].

       (11)

식 (11)을 만족하는 해 H를 얻기 해 MATLAB의 

LMI(linear matrix inequality) 툴박스를 이용하여 를 최

소화하는 볼록 최 화 문제를 풀어 유한 임펄스 응답 필터

의 오차 공분산을 최소화하는 최 의 이득을 얻을 수 있다.

본 논문의 독창성  기여도는 다음과 같다. 먼  제시

한 논문에서는 최 로 최소 공분산 유한 임펄스 응답 필

터를 사용하여 디지털 상 고정 루 를 설계하 으며, 

최소 공분산 유한 임펄스 응답 필터의 측정값 구간을 정

하기 한 수치  방법을 제시하 으며 이는 다음 장에서 

소개한다.

Ⅲ. 시뮬 이션

본 장에서는 기존의 디지털 상 고정 루 와 제안된 

디지털 상 고정 루 의 성능을 비교한다. 성능비교를 

해 시뮬 이션을 수행하 다. 수행된 시뮬 이션은 기

존 칼만 필터 기반의 디지털 상고정 루 와 제안된 디

지털 상 고정 루 의 성능을 비교하 다. 시뮬 이션을 

하여 수신기와 발신기의 타이  오 셋은   , 

  로 설정하 으며, 시스템 모델의 공분산과 측

정값 모델 잡음공분산은 각각 


, 


로 설정하 다. 하지만 칼만 필터기반의 디지

털 상 고정 루 와 제안된 상고정 루 의 시스템 모

델 공분산과 측정값 모델 잡음 공분산을 , 로 설

정하 으며, 시뮬 이션을 한 상태벡터의 기값과 상

태벡터 기값의 추정치는 각각    
 , 

   
로 부정확하게 설정하여 무한 응답 상태추

정기인 칼만 필터 기반의 디지털 상 고정 루 와 제안

된 디지털 상 고정 루 의 오차 으로 인한 성능을 

비교한다.

0 5 10 15 20 25 30
N

0.1

0.15

0.2

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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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5

R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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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제안된 디지털 상 고정 루 의 최 의 
측정값 구간 길이를 한 RMSE 비교

Fig. 1 Comparison of RMSE with various N for 
optimal horizon size of the proposed DP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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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이상 인 환경에서의 칼만 필터 기반 
디지털 상 고정 루 와, 제안된 디지털 상 

고정 루 의  상 오차 비교
Fig. 2 Comparison of absolute phase error 
between Kalman filter-based DPLL and the 

proposed DPLL in ideal condition  

그림 3. 부정확한 기값과 잡음 공분산을 
갖는 환경에서의 칼만 필터 기반 디지털 상 
고정 루 와, 제안된 디지털 상 고정 루 의 

 상 오차 비교
Fig. 3 Comparison of absolute phase error 
between Kalman filter-based DPLL and the 
proposed DPLL in terms of incorrect initial 

value and noise covariances

먼  제안된 디지털 상 고정 루 의 최 의 측정값 

구간 길이를 수치 인 방법으로 구하는 법을 소개하기 

해 그림 1과 같이 다양한 측정값 구간 길이에 해 

RMSE(root mean square error)를 비교하 다.

제안된 상태추정기의 최 의 측정값 구간 길이는 측정

구간  RMSE가 가장 은 측정값 구간 길이로 결정하

는데, 이는 이상 인 상황에서 각각의 측정값 구간의 크기 

의 크기를 변경해 가며 가장 작은 RMSE를 갖는 측정값 

구간의 크기 을 구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본 논문

에서 제안된 디지털 상 고정 루  설계 시 최 의 측정

값 구간을 수치  방법을 통하여 3으로 결정하 다.

상 오차는 (1)에 표시된 상태벡터의 첫 번째 원소이

기 때문에 상태벡터의 정확한 추정은 성능을 나타낸다. 

따라서 디지털 상 고정 루 의 성능을 평가하기 하여 

 상 오차값을 비교하 으며, 그림 2와 3은 이상

인 상황과 부정확한 잡음 상황에서의 기존 방법(칼만 필

터) 기반의 디지털 상 고정 루 와 제안된 최 의 측정

값 구간 길이를 갖는 유한 임펄스 응답 필터 기반의 디지

털 상 고정 루 의  상 오차값을 나타낸다. 

칼만 필터 기반의 디지털 상 고정 루 의 경우 이상

인 상황에서는 오차의 크기가 제안된 방법과 비슷하지

만 부정확한 기값과 시스템 모델 공분산, 측정값 모델 

잡음 공분산을 갖는 경우 오차가 되어 부정확한 성능

을 보인다. 하지만 제안된 디지털 상 고정 루 의 경우 

오차가 되지 않는 구조 인 강인함으로 인하여 부정

확한 기값과 시스템 모델 공분산, 측정값 모델 잡음 공

분산에도 불구하고 강인한 성능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제안된 디지털 상 고정 루 가 상

치 못한 부정확한 상황에서 더욱 강인한 성능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Ⅵ.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최 의 측정값 구간의 길이를 갖는 최

소 공분산 유한 임펄스 응답 필터 기반 디지털 상 고정 

루 를 소개하 다. 제안된 새로운 디지털 상 고정 루

는 불편성 조건을 만족하도록 설계되었으며, 이득값은 

오차의 공분산을 최소화 하도록 LMI 수식의 볼록 최 화 

문제를 풀어 이득을 유도하 다. 한 수치 으로 최 의 

측정값 구간 길이를 얻어내었으며, 상치 못한 부정확한 

상황에서 강인한 성능을 갖는 것을 시뮬 이션을 통하여 

검증하 다. 향후 제안된 유한 응답 상태추정기는 통신, 

측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것으로 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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