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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I.

현대의 디지털 정보 기술 이동 통신 시스템 전력망 및, ,

국방 응용에 있어서 고정밀의 시각동기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 위성 신호가 가장 많이 사용되어지고 있다GPS [1].

하지만 이러한 신호는 지상에서 수신할 때에 상대적GPS

으로 매우 낮은 신호레벨을 갖기 때문에 비고의적인 또는

고의적인 재밍에 취약하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재밍[2-5].

에 의해 신호가 교란되게 되면 수신기는 기준 타이밍GPS

신호를 잃게 되고 수신기에 내장되어 있는 국부 오실레이

터가 자유구동을 하게 되며 시간이 지날수록 타이밍 오차

가 증가하게 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수신기에. GPS

기능을 부가하여 요구되어지는 타이밍 정확도를holdover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게 된다[6].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국부 오실레이터가Holdover

신호를 잃어 자유구동할 때의 성능을 예측하는 것이GPS

요구되어지며 이를 위해서는 주파수 오프셋 및 노화, (aging

또는 주파수 드리프트와 같은 주요 오실레이터 파라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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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특성을 예측하여야 한다 오실레이터의 특성을 파.

악하기 위해서는 주로 필터와 같은 적응 필터가 많Kalman

이 사용되어졌지만 최근에는 필터 입력 잡음에 대한 사전

특성을 요구하지 않고 유색 잡음에도 적용(prior) (colored)

가능한 필터에 대UFIR (Unbiased Finite Impulse Response)

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 중에 있고 좀 더 자세한 내용[7-10]

에 대해서는 참고문헌 을 참조하기 바란다[10] .

본 논문에서는 오실레이터의 주요 파라미터를 추정하기

위한 필터로 필터링 알고리즘 중 하나인 가UFIR Shamaliy

제안한 알고리즘 에 대한 성능을 분석하였다 또한ladder [8] .

이의 결과를 토대로 성능 향상을 위해 재귀적인 방법을 사

용하는 모델을 제안하였으며 제안된 모델을 사용하였을 때,

의 시의 성능을 모의실험을 통해 분석한 결과에holdover

대해서 기술하였다.

본 논문의 나머지 부분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II

장에서는 오실레이터의 주요한 파라미터 추정을 위한 TIE

모델에 대해서 기술하였고 장에서는 필터 설계에III UFIR

있어서의 기본적인 알고리즘과 이를 보완한 수정ladder

알고리즘 모델 및 이를 통한 모의실험 결과에 대해ladder

서 나타내었다 마지막으로 장에 결론을 나타내었다. IV .

오실레이터 성능 예측을 위한 모델II. TIE

1. GPS Holdover

기준 타이밍 신호로써 신호를 이용하여 수신기 내GPS

부의 오실레이터를 조정하는 것을 GPSDO (GPS Disciplined

UFIR Ladder GPS Holdo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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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paper, we described the simulation results of the phase offset performance of a clock in holdover mode which

was normally operated in GPS Disciplined Oscillator (GPSDO). In the TIE model, we included the time error term caused by

environmental temperature variation because one of the most important parameters of clock phase error is the frequency offset

and drift caused by the variation of temperature. For the simulation, we employed Maximum Time Interval Error (MTIE) for

the performance evaluation when the frequency offset and drift are estimated by using an Unbiased Finite Impulse Response

(UFIR) filter with ladder algorithm. We assumed that the noise in the GPS measurement is white Gaussian with zero mean and

1 ns standard deviation, and temperature linearly varies with a slope of 1
o
C per hour. From the simulation results, the

followings were observed. First, with the estimation error of temperature of less than 3 % and the temperature compensation

period of less than 900 seconds, the requirement of CDMA2000 phase synchronization under 10 us could be achieved for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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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부르며 이를 사용할 때 재밍 또는 안테나 케Oscillator)

이블 단선 등과 같은 여타의 이유로 신호가 가용하지GPS

않을 때에 가 발생하게 된다holdover . ETSI (European

에 의한 의 정Telecommunications Standards Institute) holdover

의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11].

오실레이터가 이의 제어 입력을 잃고 동기 시 구해진-

데이터를 이용하여 동작하고 있는 상태

오실레이터의 사양 내에서 동기 조건이 재생되도록 위-

상 및 주파수 변동을 제어하기 위해 저장된 데이터를

사용

는 오실레이터의 출력이 연결된 외부 기준 신- Holdover

호의 영향을 반영하지 못할 때 시작

는 오실레이터의 출력이 동기 모드 조건을 회- Holdover

복했을 때 종료

현대의 에서는 기준 신호와 오실레이터의 출GPSDO GPS

력 사이의 직접적인 비교를 통해 프로세싱 및 조정 기능이

하나의 마이크로프로세서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는 방식을

사용한다 그림 에는 모드에 대한 개념적인 블록. 1 holdover

도를 나타내었다 그림에 나타낸 블록 중에서 의. holdover

성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오실레이터이며 보

통 오븐제어 수정 오실레이터(OCXO: Oven Controlled

또는 루비듐이 주로 쓰인다 그림에서 볼Crystal Oscillator) .

수 있는 것처럼 기준 신호가 정상적으로 입력으로 들어올

때에는 동기 모드로 동작하고 기준 신호의 입력이 중단되

었을 때에 모드로 동작하게 된다 모드holdover . Holdover

시에는 동기 모드시에 적응 필터를 사용하여 구해(adaptive)

진 오실레이터 파라미터들에 대한 값을 사용하여 국부 발

진기를 제어해 주게 된다 오실레이터의 성능에 영향을 미.

치는 주요 요소는 주파수 오프셋 및 드리프트 이고(aging)

환경적인 요소 중에서는 온도 안정도를 들 수 있다 이중에.

서도 온도는 시에도 실시간적으로 변화하기 때문holdover

에 이에 대한 측정값을 지속적으로 적응 오실레이터 모델

블록에 제공해 줌으로써 온도 변화에 따른 주파수의 변화

를 조정하여 주는 것이 필요하다 마이크로프로세서를 사용.

하여 이러한 파라미터들에 대해서 추정한 결과를 holdover

시에 사용하면 성능을 크게 개선할 수 있게 된다[12].

모델2. TIE

클럭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크게 계통적인

에러와 랜덤 또는 에러로 나눌(systematic) (random stochastic)

수 있다 계통적인 에러의 경우에는 측정에 의해 보상이 가.

능하며 이에는 위상 오프셋클럭 바이어스 주파수 오프셋( ),

클럭 드리프트 및 노화 를 예로 들 수 있다 랜덤 에( ) (aging) .

러의 경우에는 측정에 의한 보상이 불가능하며 이는 대체적

으로 white/flicker noise PM (Phase Modulation)/FM

(Frequency Modulation), 및random/flicker FM random run

으로 나누어진다FM .

자유 구동하는 클럭의 기본적인 시각 에러는[13]

 





 (1)

와 같이 나타낼 수 있으며 여기에서, 는 초기 위상 오프

셋 값이고, 는 주파수 오프셋또는 클럭 드리프트이며( ) ,

는 노화 또는 주파수 드리프트이고(aging, ) 는 클럭

의 랜덤 잡음을 나타낸다 여기에 환경적인 영향에 의한 사.

항을 고려한 항을 추가하게 되면 실제 사용하는 클럭에 대

한 모델링을 할 수 있다 환경적인 영향으로는 먼저 온도.

변화에 의한 주파수 변화를 들 수 있고 이러한 온도 변화,

에 의한 영향은 쉽게 제거할 수 없으며 따라서 환경적인

영향에 의한 가장 큰 클럭 동기 에러의 요소이다 다음으로.

는 압력 습도 자기 및 중력 등에 의한 주파수 변화를 들, ,

수가 있다 이 중에서 압력 및 습도에 의한 영향은. sealing

에 의해서 제거가 가능하고 나머지 영향들도 오실레이터의

배치를 통해서 그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다 따라서 환경적.

인 영향으로는 온도 변화에 의한 영향만을 고려하기로 하

면 이때의 클럭 시각 에러는,















 (2)

와 같이 나타낼 수 있으며 여기에서, 
는 시간에 따

른 온도 변화 계수를 나타낸다.

알고리즘 이용 성능 분석III. UFIR Ladder Holdover

알고리즘1. UFIR Ladder

최근에 잡음에 대한 사전 정보가 필요 없는 필터UFIR

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필터[8-10].

를 이용하여 클럭 파라미터를 추정하는 방식에 대해서 설

명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이산 시간. (discrete) 에 대한 클

럭 상태는




 (3)

와 같이 나타내어지며 여기에서, 
    



( ,  및 은 각각 클럭 위상 오프셋 주파수 오프,

셋 및 드리프트를 나타냄은 클럭 시간간격 에러를 의미하)

고, 은 클럭 랜덤 잡음을 나타내며, 는 클럭quadratic

행렬로        이다 이러한 클럭 상태.

에 대해 관측된 모델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4)

여기에서 관측 벡터 행렬     이고 은 측정 잡

음이다 이러한 모델을 사용하여 필터를 구현한 것. UFIR

그림 1. 개념도Holdover .

Fig. 1. Conceptional block diagram of holdo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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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하나가 사다리 알고리즘이고 이에 대한 개념도를 그림

에 나타내었다2 .

그림 에서2  ,
 및

은 각각  ,  및

에 대한 추정치이며 는 샘플링 간격이다 이러한 추.

정치와 필터 계수들에 대한 식 에서 까지의 수식들은(5) (9)

에 나와 있는 내용을 사용하였다 시간간격 에러 추정[8] .

값 과 이의 필터 계수 은

  
  





(5)

 








  

(6)

이며 여기에서, 은 시간 에서 관측한 측정 데이터이고,

는
을 구하기 위해 사용된 데이터의 개수를 나타낸

다 주파수 오프셋 추정 값. 과 이의 필터 계수 은

 




  




 
 

  (7)






(8)

와 같고 여기에서, 는
을 구하기 위해 사용된 데이

터의 개수를 나타낸다 주파수 드리프트 추정 값. 은

 




  





 
 

  (9)

와 같이 표현할 수 있으며 여기에서, 는
을 구하기

위해 사용된 데이터의 개수를 나타내고 이의 필터 계수,

 이다 위의 식들에 나타낸 필터 크기.  , 

및 는 샘플링 간격  잡음 분산, 
 및 클럭 상태 

에 의해 결정되며 이에 대한 이론적인 유도 과정은 에[10]

자세히 나와 있고 에 기술되어 있는 이의 값들은 각각, [10]

 


 ,  


 및,







그림 3. 모의실험을위한블록도.

Fig. 3. Block diagram for the simulation.

이며 여기에서, 의 값은 의 차 미분 값을 평균하1

여 구한다.

모의실험을 통한 성능 분석2.

그림 에는 성능 분석을 위한 위상비교 데이터 생성에3

대한 블록도를 나타내었다 그림에서 볼 수 있는 계통적인.

파라미터인 주파수 정확도 및 노화 계수와 환경적 에러인

온도 변화 계수의 값은 각 클럭 별 사항에 나와 있는 값을

사용하였다 또한 랜덤 잡음 에러에 대해서는 루비. OCXO,

듐 및 세슘과 같이 각 클럭 별 특성에 맞는 안정도 계수를

사용하여 클럭 잡음을 생성하였다 위상비교 데이터 블록에.

서는 생성된 클럭 잡음에 측정 잡음을 추가하여GPS GPS

신호에 동기시의 동기 에러를 추가할 수 있도록 하였다 위.

상비교 데이터 값은 필터를 통해서 요구되어지는 클럭UFIR

파라미터를 추정하기 위해 사용된다 표 에는 모의실험을. 1

위해 설정된 클럭 파라미터 값들에 대해서 나타내었다[13].

표 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루비듐 및 세슘 원1 OCXO,

자시계의 가장 큰 차이점은 정확도와 온도계수에서 찾을 수

있다 온도 계수가 작을수록 온도 변화에 의한 영향을 적게.

받게 되고 따라서 주파수 오프셋 값을 상당히 정확하게 예

측할 수 있으며 이는 클럭 제어에 있어 큰 장점이 된다.

그림 2. 필터의 알고리즘개념도UFIR ladder .

Fig. 2. Conceptional diagram of the ladder algorithm of an UFIR

filter.

표 1. 모의실험을위한클럭파라미터설정.

Table 1. Set up of the clock parameters for the simulation.

종류

특성

정확도 안정도(@ 1 s) 온도 계수
노화

(per year)

OCXO
±×

±×

×

(Noise floor:

×

(1-100 s))

× ×

Rb
±×

±×

×

(Noise floor:

×

( - s))

× ×

Cs
±×

±×

×

(Noise floor:

×

( - s))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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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알고리즘이용 필터의클럭파라미터추정Ladder UFIR

성능.

Fig. 4. Estimation performance of clock parameters of an UFIR

filter with the ladder algorithm.

수정된 알고리즘2.1 UFIR Ladder

필터의 필터링 알고리즘으로 기본적인 알UFIR Ladder

고리즘을 사용하였을 때에 있어서의 클럭의 위상 오프셋,

주파수 오프셋 및 주파수 드리프트에 대한 추정 성능을 관

찰하기 위해서 모의실험을 통해 구해진 결과를 그림 에4

나타내었다 그림을 위해서 클럭의 위상 오프셋 값은. 0 ns,

주파수 오프셋 값은 그리고 주파수 드리프트 값은2.5 ns/s

× ns/s
2
으로 설정하였고 필터 계수 개의 크기는, 3

모두 동일하게 으로 놓고 평균 간격100 는 로 놓았다1 .

그림을 보면 주파수 드리프트 값은 관측된 구간 내에서 설

정된 값 × ns/s
2
을 중심으로 요동을 치며 일정한 범

위 안에서 추정되지만 주파수 오프셋 값은 주파수 드리프

트 값의 영향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볼 수

있다 따라서 추정된 주파수 드리프트 값의 평균을 구하여.

관측된 위상 비교 데이터를 보상해 주면 주파수 오프셋 추

정 성능을 향상 시킬 수 있음을 예측할 수 있다.

그림 에는 관측된 사항을 토대로 새롭게 설계된 수정5

필터에 대한 블록도를 나타내었다 그림에서 볼 수 있는 것.

과 같이 먼저 기본적인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주파수ladder

드리프트 값을 구하고 이 값을 평균하여 원래의 관측 데이,

터 값에서 드리프트 값을 빼준 후 이를 이용하여 다시 기

본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수정된 주파수 오프셋 값을ladder

구한다 그림 에는 수정된 알고리즘을 사용하고 평균 크기. 6

을 사용했을 때에 대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그림을 통1,000 .

해서 관찰할 수 있는 것처럼 주파수 오프셋에 대한 추정

성능이 현저하게 개선되었으며 또한 전체 관측 구간에 대

해 일정 범위 내에서 변동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추정된 주파수 오프셋 값도 평균을 이용하면 추정 성능이

더욱 향상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또한 그림에.

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모의실험을 위해 설정된 주파수

오프셋 값이 인데 반해 추정치는 를 기준으2.5 ns/s 2.6 ns/s

로 변동되어지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다 이는 추정된 주파수.

드리프트의 값이 정확하지 않고 약간의 에러를 가지고 있

기 때문인 것으로 여겨진다.

모의실험을 통한 성능 분석2.2 Holdover

수정된 필터를 통한 시의 성능을 분석하기 위해holdover

설정된 모의실험 파라미터들은 다음과 같다 먼저 전체 데.

이터는 하루 동안 초의 데이터이고 및 루비(86,400 ) OCXO

듐 클럭에 대해서 평균이 이고 표준편차가 인0 ns 1 ns GPS

측정 잡음이 존재한다는 가정하에서 수행하였다 각 클럭.

별 파라미터는 표 에 나와 있는 값을 참고로 하여1 OCXO

클럭의 경우 주파수 오프셋이 노화는 온0.1 ns/s, 5 ns/year,

도 계수는 0.01 ns/
o
이며 루비듐 클럭의 경우에는 주파수C ,

오프셋이 노화는 온도 계수는0.005 ns/s, 0.1 ns/year, 0.003

ns/
o
로 설정하였다 온도의 변화량은 시간에 도씩 변C . 1 1

화하는 것으로 설정하였으며 가 발생하기 전에는, holdover

신호에 동기가 되어 있어서 온도 변화에 따른 영향이GPS

무시할만한 수준이라고 가정하였다 온도 변화에 의한 영향.

은 신호가 더 이상 가용하지 않을 때 추정된 온도 계GPS

수의 값에 의해서 발생하게 되며 이때에는 온도 측정 정확

도와 보상 주기가 클럭 위상 오프셋을 발생시키는 주요 요

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그림 5. 수정 알고리즘블록도ladder .

Fig. 5. Block diagram of the modified ladder algorithm.

그림 6. 수정 알고리즘이용주파수오프셋추정성능ladder .

Fig. 6. Estimation performance of frequency offset of an UFIR

filter with the modified ladder algorith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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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Phase offsets of the uncompensated OCXO and Rubidium

clocks.

그림 에는 주파수 오프셋 및 온도에 의한 주파수 드리7

프트 값을 보상하지 않았을 경우에 있어서의 및 루OCXO

비듐 클럭에 대한 위상 오프셋 값을 나타내었다 그림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자유구동을

하게 된다면 하루 시간의 자유구동 후에는 클럭(24 ) OCXO

의 경우에는 대략 초 정도의 위상 오프셋이 발생하며 루3

비듐 클럭의 경우에도 대략 밀리초 정도의 위상오프셋300

이 발생할 수 있음을 관찰할 수 있다 이는 온도 변화에 의.

한 드리프트 값의 변화가 시간의 제곱에 비례하는 것에서

기인한다.

그림 과 에는 주파수 오프셋 및 온도에 의한 주파수8 9

드리프트 값을 보상하였을 경우에 있어서의 클럭OCXO

및 루비듐 클럭의 위상 오프셋 값에 대해서 각각 나타내었

다 보상은 필터 계수들의 크기를 각각 으로 놓고 주. 1,000 ,

파수 오프셋 및 주파수 드리프트에 대한 추정 값은 필터 출

력들에 대해서 초 평균한 값을 사용하여 이루어졌다1,000 .

또한 온도 추정 에러가 존재할 때 이에 대한 보3, 5, 10 %

상 주기가 및 초일 경우에 대해서 나타내었다100, 200 300 .

그림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보상 주기가 짧고 온도 추

정 에러가 작을 때에는 두 클럭의 성능이 비슷하게 나타나

지만 보상 주기가 커질수록 루비듐의 경우가 더 좋은 성능

을 보임을 알 수 있다 또한 보상 주기가 커짐에 따라 보상.

하기 전까지의 변동폭이 급격히 증가함을 관찰할 수 있으며

클럭의 경우가 상대적으로 더 큰 변화량을 갖는 것OCXO

을 알 수 있고 이는 클럭이 상대적으로 더 큰 온도, OCXO

계수 값을 갖는 것에서 기인한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그림 과 에는 및 루비듐 클럭에 대해 온도10 11 OCXO

추정 에러가 이고 온도 보상 주기가5 % 100, 300, 500, 700

및 초 일 때의 최대 시간간격에러900 (MTIE: Maximum

값을 각각 나타내었다 는 데이터Time Interval Error) . MTIE

를 처리하기 위해 사용되어지는 특정한 크기의 윈도우 구

간시간간격에 대한 최대 시간에러의 측정치이다 이 통계( ) .

치는 통신 산업에서 통신망의 타이밍 안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이 값은 위상 데이터.

전체에 대해서 점 윈도우를 이동시켜가면서 각각의 윈도n-

우 위치에서 최댓값과 최솟값 사이의 차이를 계산함으로써

구해진다 는 전체 데이터 세트 에 대한 이러한 시. MTIE (set)

간간격 에러의 최댓값이고 이는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

다[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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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시의 클럭의위상오프셋Holdover OCXO .

Fig. 8. Phase offsets of an OCXO clock undergoing holdo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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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시의루비듐클럭의위상오프셋Holdover .

Fig. 9. Phase offsets of a Rubidium clock undergoing holdo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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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 MTIE performance of an OCXO clock undergoing

holdo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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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1. 시의루비듐클럭의 성능Holdover MTIE .

Fig. 11. MTIE performance of a Rubidium clock undergoing

holdo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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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    ⋯이고 은 위상 데이터의 개수,

는 평균 간격이며 는 측정된 위상 데이터이다 그림을.

통해서 관찰한 사항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두 클럭 모두:

에 있어서 평균 구간 초 이상에서 값이 급격하400 MTIE

게 증가하고 보상 주기가 커짐에 따라 값도 커지며; MTIE

변동폭은 의 경우에 있어서 더욱 심하다OCXO .

표 에는 모의실험을 통해서 구해진 값을 사용하2 MTIE

여 온도 추정 에러가 이고 온도 보상 주기가3, 5, 10 %

및 초 일 때의 응용 가능한 산업에100, 300, 500, 700 900

있어서의 평균 간격에 대해서 나타내었고 표에 나와 있는,

응용 산업에서 요구되어지는 위상 오프셋 값은

및CDMA2000, HetNet Coordination, LTE-TDD LTE-A

에 대해서 각각 이내이다MBSFN 10, 5, 1.5, 1 (us) [16,17].

표 에 나와 있는 보상 주기와 평균 간격과의 관계는 평2 ,

균 간격에 나와 있는 값들은 보상 주기에 나와 있는 값에

대해서 이 때 요구되어지는 성능을 만족시키기 위한 평균

간격을 의미한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응용분야가. ,

인 경우에 있어서 추정 에러가 일 때 보상CDMA2000 , 5 %

주기 열에 나와 있는 및 는 보상 주기가 각각1, 3, 5, 7 9

및 초일 때를 의미하며 이때에100, 300, 500, 700 900 ( ) ,

요구 성능 를 만족시키기 위한 평균 간격은 각각10 us

및 초 이상이어야 함40,000, 40,000, 20,000, 4,000 1,000 ( )

을 의미한다 표 에 나와 있는 결과에 대해서 요약하면. 2

다음과 같다 먼저 클럭의 경우에 있어서 온도 추. , OCXO

정 에러가 이내 일 때에는 평균 간격3 % ( 초까) 40,000

지 보상 주기 초 이내 및 초 이내에서900 500 CDMA2000

및 의 요구 성능을 만족한다HetNet Coordination . LTE-TDD

의 요구 성능을 초 이상 만족하기 위해서는 온도10,000

추정 에러가 이내이고 보상 간격은 초 이내여야3 % 100

만하며 에 대해서는 시간 이상 가LTE-A MBSFN 1 holdover

지속되게 되면 이내의 추정 에러와 초 이내의 보3 % 100

상 주기에 대해서도 요구 성능을 만족하기 어렵게 된다.

다음으로 루비듐 클럭의 경우에 대해서 살펴보면,

에 대해서는 이내의 온도 추정 에러와CDMA2000 10 %

초 이내의 보상 간격을 사용하면 요구 성능을900 40,000

초 이상 만족하고 에 있어서는 이, HetNet Coordination 3 %

내의 온도 추정 에러와 초 이내의 보상 간격을 사용하900

면 요구 성능을 초 이상 만족하고 추정 에러가40,000 , 5

이내일 때는 초 이상을 만족 시킬 수 있음을 알% 20,000

수 있다 의 요구 성능에 있어서는 보상 주기가. LTE-TDD

초 이내이고 추정 에러가 이내 일 때에는500 3 % 10,000

초 이상 만족 가능하며 의 요구 성능은 추, LTE-A MBSFN

정 에러가 이내이고 보상 주기가 초 이내일 때5 % 300

초 이상 만족 가능하다4,000 .

결론IV.

본 논문에서는 UFIR (Unbiased Finite Impulse Response)

필터 중 하나인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시의ladder holdover

및 루비듐 클럭의 성능에 대해서 모의실험을 통해OCXO

고찰한 결과에 대하여 기술하였다 이를 위해서 먼저 시.

간간격에러 를 사용한 클럭 위상(TIE: Time Interval Error)

오프셋 에러에 대한 모델에 대해서 기술하였고 이를 이,

용하여 기본적인 알고리즘을 사용하였을 때의 성ladder

능에 대해서 모의실험을 통해 살펴보았다 모의실험을 통.

해 살펴본 결과 주파수 드리프트가 존재할 때 이의 영향

으로 인해 주파수 오프셋 값을 추정하는 성능이 상대적

으로 크게 저하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를 보완하기.

표 2. 온도보상에러및보상주기에따른응용분야별성

능만족여부.

Table 2. Conditions for satisfying the required performance

corresponding to the application fields versus time

compensation errors and periods.

응용분야

요구 성능( )

OCXO 루비듐

추정

에러

(%)

보상

주기

(100 s)

평균

간격

(1,000 s)

보상

주기

(100 s)

평균

간격

(1,000 s)

CDMA 2000

(10 us)

3 전체 40 전체 40

5
1, 3, 5,

7, 9

40, 40, 20,

4, 1
전체 40

10 1, 3, 5 40, 20, 2 전체 40

HetNet

Coordination

(5 us)

3 1, 3, 5 40, 40, 40 전체 40

5 1, 3, 5 20, 10, 2 전체 20

10 1, 3 20, 4
1, 3, 5,

7, 9

20, 20, 20,

10, 4

LTE-TDD

(1.5 us)

3 1, 3 10, 4
1, 3, 5,

7, 9

10, 10, 10,

4, 4

5 1 4 1, 3, 5, 7 4, 4, 4, 2

10 1 4 1, 3, 5 4, 4, 2

LTE-A

MBSFN

(1 us)

3 1, 3 4, 1
1, 3, 5,

7, 9

4, 4, 4,

4, 1

5 1 2 1, 3, 5 4, 4, 2

10 1 2 1, 3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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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기본적인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구한 주파수ladder

드리프트 값을 피드백하여 보상하여 준 후 주파수 오프,

셋을 다시 추정하도록 하는 수정 알고리즘을UFIR ladder

제시하였다.

시의 성능은 수정 알고리즘을 사Holdover UFIR ladder

용하여 이루어졌고 모의실험을 위해서 측정 잡음에, GPS

대해 평균이 이고 표준편차가 인 경우라고 가정하였0 1 ns

다 모의실험은 온도 추정 에러가 이고 온도 보. 3, 5, 10 %

상 주기가 및 초인 경우에 대해서100, 300, 500, 700 900

수행되었으며 온도가 시간에 도씩 선형적으로 변화하, 1 1

는 환경으로 가정하였다 모의실험을 통한 성능 분석에는.

최대시간간격에러 를(MTIE: Maximum Time Interval Error)

사용하였다 모의실험 결과 다음과 같은 사항을 관찰하였.

다 첫 번째로 응용 시스템에 있어서. , CDMA2000 , OCXO

클럭을 사용할 경우에는 온도에 대한 추정 에러가 이3 %

내 및 보상 주기가 초 이내와 추정 에러 및 보상900 5 %

주기 초 이내 그리고 루비듐 클럭을 사용하였을 경우500 ,

에는 온도 추정 에러가 이내 및 보상 주기가 초10 % 900

이내이면 초 이상의 시에도 이내의40,000 holdover 10 us

요구 성능을 만족시킬 수 있다 두 번째로 이내의. , 5 us

요구 성능은 클럭을 사용할 때HetNet Coordination OCXO

에는 추정 에러 및 보상 주기 초 이내 그리고3 % 500 ,

루비듐 클럭을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추정 에러 및 보3 %

상 주기 초 이내이면 초 이상의 시간900 40,000 holdover

까지도 만족 시킬 수 있다 다음으로 요구 성능 이. , 1.5 us

내인 의 경우에는 초 이상의 시LTE- TDD 10,000 holdover

간에 대하여 요구 성능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클, OCXO

럭의 경우 이내의 추정 에러 및 초 이내의 보상3 % 100

주기를 사용해야 하며 루비듐 클럭의 경우에는 이내, 3 %

의 추정 에러 및 초 이내의 보상 주기를 사용해야 하500

는 것을 고찰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수정된 알고리즘에 대한 성능 향상을 모

의실험을 통해 살펴보았고 향후의 연구에 있어서는 성능,

향상 정도에 대한 보다 정밀한 고찰을 위하여 정량적인 분

석을 위한 제안된 모델에 대한 수식화가 필요할 것으로 여

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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