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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확장형 칼만 필터를 사용한 FM 복조장치

요약

본 발명은 간섭신호가 있는 수신신호를 복조하는 복조장치에 대한 것이다. 그 목적은 랜덤하게 공동채널 
현상이 일어나는 FM 통신 시스템에 개선된 확장형 칼만필터를 이용하여 통신환경이 재밍인 경우에도 강
건성 있게 FM 복조하는 데에 있다. 그 구성은 기억수단, 관측치 판별수단, 상태 추정수단 및 오차 계산
수단으로 되어 있다. 기억수단은 척도인자들을 기억하였다가 상황에 맞게 척도인자를 제공한다. 관측치 
판별수단은 수신신호와 오차계산 결과를 입력받아 기억수단으로부터 척도인자를 참조하여 수신신호의 신
뢰성을 분석한 후 수신신호에 간섭신호의 포함여부를 식별하여 수신신호를 보정한다. 상태 추정수단은 
관측치 판별수단으로부터 보정된 관측치를 입력받아 상태를 예측하는 상태 예측수단, 오차계산 결과를 
입력받아 상태 추정 계산을 수행하여 출력한다. 오차 계산수단은 상태 예측수단으로부터 예측된 상태 값
을 입력받아 그 오차를 계산하여 오차계산 결과를 관측치 판별수단과 상태 추정수단으로 출력한다. 

대표도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제1도는 본 발명에서 제안한 확장형 칼만 필터의 구조도.

제2도는 관측치의 신뢰성을 판단하는 전차의 다양한 가우시안 분포도.

*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0 : 관측치 판별부                        11 : 관측치 판별기

12 : 메모리                                   20 : 칼만 필터

21 : 상태 예측기                            22 : 오차 계산기

23 : 상태 추정기

발명의 상세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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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간섭신호가  있는  수신신호를  복조하는  복조장치에  대한  것으로서,  특히  랜덤하게 
공동채널(cochannel)현상이 일어나는 FM 통신 시스템에 개선된 확장형 칼만 필터 이용하여 통신환경이 
재밍(jamming)인 경우에도 강건성이 있는 모수 추정방법에 의한 FM 복조장치에 대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통신 시스템의 수신신호는 선형적으로 원하는 신호와 간섭신호, 그리고 잡음으로 구성된다. 
특히, 간섭신호의 전력이 강하면 원활한 통신이 이루어질 수 없다. 군사통신의 환경에서는 재머(jammer)
가 랜덤(random)한 주파수로 신호를 송출하기 때문에 상대편의 무선채널을 교란시켜 원만한 통신을 방해
한다. 그리고, 상업 혹은 군사통신 환경에서 공동채널 현상은 랜덤하게 일어나 원활한 통신을 방해한다. 
그래서, 종래에는 두 개의 PLL(Phase Lock Loop)을 사용하는 원하는 신호와 간섭신호를 각각 추적하였
고, 아래의 수학식 1과 같이 모형화하여 확장형 칼만 필터로부터 상태를 추정하였다. 여기서, 상태는 위
상, 주파수 및 진폭을 가리킨다. 

위 식에서 Y(t)는 관측치이고, Sd(t)는 원하는 신호이며, n(t)는 잡음이고, Si(t)는 간섭신호이다. 

종래에는 공동채널 현상이 랜덤하게 일어남으로 인하여 원활한 통신을 하지 못하고 통신의 질이 저하되
는 문제점이 있었다. 

        발명이 이루고자하는 기술적 과제

상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안출된 본 발명은 랜덤하게 공동채널 현상이 일어나는 FM 통신 시스템에 
개선된 확장형 칼만 필터 이용하여 통신환경이 재밍인 경우에도 강건성 있게 FM 복조하는 데에 그 목적
이 있다.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의 특징은 척도인자들을 기억하였다가 상황에 맞게 척도인자를 제공
하는 기억수단, 수신신호와 오차계산 결과를 입력받아 상기 기억수단으로부터 상기 척도인자를 참조하여 
상기 수신신호의 신뢰성을 분석한 후 상기 수신신호에 간섭신호의 포함여부를 식별하여 상기 수신신호를 
보정하는 관측치 판별수단, 상기 관측치 판별수단으로부터 보정된 관측치를 입력받아 상태를 예측하는 
상태 예측수단, 상기 오차계산 결과를 입력받아 상태추정 계산을 수행하여 출력하는 상태 추정수단 및 
상기 상태 예측수단으로부터 예측된 상태 값을 입력받아 그 오차를 계산하여 상기 오차계산 결과를 상기 
관측치 판별수단과 상기 상태 추정수단으로 출력하는 오차 계산수단으로 구성되어 통신환경이 재밍인 경
우에도 강건성 있게 FM 복조하는 데에 있다. 

실제 상업 혹은 군사통신에서는 랜덤한 간섭신호가 있는 모형을 고려해야된다. 즉, 수신신호에 간섭신호
가 랜덤하게 있다. 따라서 위 식과 같은 모형은 항상 간섭신호가 있다고 가정하므로 실제 통신환경에 맞
지 않다. 그리고 두 개의 PLL을 사용하는 방법은 진폭을 미리 알고 있어야 한다. 칼만 필터 이용한 방법
은 진폭에 대한 가정을 요구하지 않는다. 이와 같은 이유로 본 발명의 기술적 내용은 아래의 수학식 2로 
수신신호를 모형화한 뒤, 잔차(residue)의 가우시안 분포(Gaussian distribution)를 이용한 개선된 확장
형 칼만필터를 FM 복조에 적용하여 수신신호를 추정함으로써 복조하는 것이다. 

여기서, Ω∈{0, 1}는 바이너리 확률변수(binary random variable)이다. 

칼만 필터 이용하는 FM 모형은 다음의 수학식 3으로 표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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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수학식 4는 비선형 함수 h[X(t)]의 구체적인 수학모형이다. 

위의 수학식 4에서 s는 다음의 수학식 5와 같은 미분 방정식으로 정의된다. 

그리고 수학식 5의 미분 방정식을 차분 방정식으로 변환하면 다음의 수학식 6으로 정의된다. 

Φ의 공분산(covariance)은 다음의 수학식 7과 같다. 

W의 공분산은 다음의 수학식 8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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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모형에 대한 확장형 칼만 필터 계산순서는 다음의 수학식 9와 같다. 

칼만 필터 계산구조에서 식을 자세히 살펴 본 필요성이 있다. 잔차의 가

중치를 나타내는 Kk가 작아져 영(zero)이 되면, 와 같아지게 된다. 즉, 잔차의 역할이 

감소하여 관측치의 필요성이 없어지게 된다. 본 발명에서는 이와 같은 성질을 이용하여 개선된 확장형 
칼만필터를 제시하고자 한다. 

잔차  의  분포는 관측잡음이 가우시안이므로 가우시안분포를 가진다.  그리고 

가우시안 분포는 평균과 공분산으로 결정되며, 잔차항의 평균은 '0'이고 공분산은 이다. 많은 
잔차들이 시간에 대해 이산적으로 발생될 때, 다음과 같은 수학식 10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위의 수학식 10은 잔차의 가우시안 분포의 영역밖에 있는 관측치를 선별해 내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즉, 잔차의 절대크기가 잔차분포의 3배의 표준편차보다 크다면, 잔차의 가우시안 함수값은 '0'에 근접하
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잔차분포의 범위밖에 있는 관측치를 추정 알고리즘에서 제외하여 상태 추정량을 
구함으로써, 간섭신호를 포함하는 FM  관측치를 추정과정에서 제외한다. 그리고 관측치가 추정과정에서 

제외되면 상태추정량 은 으로 가정한다. 즉 잔차의 가중치를 '0'으로 보는 것이다. 

위 식에서 양변을 제곱하면 다음의 수학식 11과 같이 된다. 

위 식을 좀 더 일반적인 식으로 표현하면 아래의 수학식 12와 같다. 

그리고 위의 수학식 12에서 m은 '척도인자(scale factor)'라고 부른다. 척도인자의 크기에 따라 추정과
정에 포함되는 관측치가 좌우된다. 즉, 척도인자가 클수록 관측치를 포함하는 범위가 늘어난다. 또한 척
도인자의 크기는 확산형 칼만 필터 적용모형에 따라 개별적으로 다를 것이다. 그러므로 본 발명에서는 
이러한 기존의 확장형 칼만 필터에 잔차의 가우시안 분포를 이용하여 관측치의 신뢰성을 평가한 후, 신
뢰성이 없는 관측치로 판명되면 추정과정에서 제외시켜 간섭신호가 포함한 신호로부터 원하는 신호의 모
수를 추정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본 발명에서는 잔차를 확장형 칼만필터로부터 구한 잔차의 평균과 
공분산을 가지는 가우시안 분포로 가정하여, 척도인자와 공분산의 제곱근로부터 신뢰성 있는 관측치의 
범위를 정함으로써, 범위밖에 있는 관측치를 간섭신호로 간주하여 추정과정에서 간섭신호를 제외시키는 
것이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6-4

등록특허10-0199015



이하,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에 따른 바람직한 실시예들 중의 하나를 상세히 설명한다. 

제1도는 본 발명에서 제안한 확장형 칼만 필터 구조도이다. 제1도는 본 발명에서 제안한 확장형 칼만필
터의 구조를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본 실시예에서 제시하는 확장형 칼만 필터 사용한 FM 복조장치는 관측치 판별부(10)와 기존의 확장형 칼
만필터(20)로 구성되어 있다. 관측치 판별부(10)에서는 복조기에서 수신된 신호를 위에서 제시한 수학식 
12를 통하여 신뢰성을 분석한 후, 수신신호에 간섭신호의 포함여부를 식별하여 칼만필터의 적용여부를 
판단한다. 관측치 판별부(10)는 관측치 판별기(11)와 메모리 (12)로 구성되어 있다. 관측치 판별기(11)
는 수신신호를 입력받고, 확장형 칼만필터(20)로부터 궤환되는 오차계산 결과를 이용하고, 메모리(12)로
부터 척도인자를 참조하여 수신신호를 보정한다. 메모리(12)는 척도인자들을 기억하였다가 상황에 맞게 
관측치 판별기(11)에 척도인자를 제공한다. 칼만필터는 관측치 판별부(10)에서 유효한 관측치를 받으면 
상태 예측기(21), 오차계산기(22) 및 상태 추정기(23)의 계산과정을 통하여 상태추정 계산을 수행한다. 

상태  예측기(21)는  관측치  판별부(11)로부터  보정된  관측치를  입력받아  상태를  예측한다.  오차 
계산기(22)는 상태 예측기(21)로부터 예측된 상태 값을 입력받아 그 오차를 계산하여 상태 추정기(23)와 
관측치 판별부(10)로 출력한다. 상태 추정기(23)는 오차 계산기(22)로부터 오차를 입력받아 상태를 추정
하여 출력한다. 

제2도는 관측치의 신뢰성을 판단하는 잔차의 다양한 가우시안 분포도이다. 

척도인자에 따른 잔차의 가우시안 분포변화를 나타내는데, 척도인자가 크면, 분포의 영역도 커지고, 따
라서 더 많은 관측치를 포함하게 되는 것이다. 

    발명의 효과

상술한 바와 같은 본 발명은 랜덤하게 발생되는 간섭신호가 포함되어 있는 수신신호에 대한 복조에 관측
치 판별구조를 통하여 관측치에 신뢰성을 부여하여 신뢰성이 없는 관측치를 추정과정에서 제외시켜 간섭
신호가 포함된 신호로부터 원하는 신호의 모수를 추정하여 양질의 통신을 할 수 있다는 데에 그 효과가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척도인자들을 기억하였다가 상황에 맞게 척도인자를 제공하는 기억수단; 수신신호와 오차계산 결과를 입
력받아 상기 기억수단으로부터 상기 척도인자를 참조하여 상기 수신신호의 신뢰성을 분석한 후, 상기 수
신신호에 간섭신호의 포함여부를 식별하여 상기 수신신호를 보정하는 관측치 판별수단; 상기 관측치 판
별수단으로부터 보정된 관측치를 입력받아 상태를 예측하는 상태 예측수단; 상기 오차계산 결과를 입력
받아 상태추정 계산을 수행하여 출력하는 상태 추정수단; 및 상기 상태 예측수단으로부터 예측된 상태 
값을 입력받아 그 오차를 계산하여 상기 오차계산 결과를 상기 관측치 판별수단과 상기 상태 추정수단으
로 출력하는 오차 계산수단으로 구성되어 통신환경이 재밍인 경우에도 강건성 있게 FM 복조하는 확장형 
칼만 필터 사용한 FM 복조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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