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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Sparse한 신호 복원 방법으로 underdetermined system에서 greed 알고리듬은 간결함과 낮은 복잡도로 인해 활발히 연구

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은 기존 greed 알고리듬 기법에서 iteration 마다 다중 경로를 이용하여 스파스 신호를 복원하는 개선

된 알고리듬을 제안한다. 모의 실험을 통해 제안된 알고리듬이 기존의 greedy 알고리듬보다 좋은 복원 성능을 가짐을 확인

할 수 있다.

1. 서론1)

최근 신호처리에서 underdetermined system에서 sparse한 신호

추정방법으로 l1-minimization을 이용한 compressive sensing (CS)

을 소개[1]되고 연구되고있다. CS와 함께 underdetermined system에

서 sparse한 신호 추정방법으로 단순하면서도 좋은 성능을 보여주는

다양한 greedy 알고리듬들도 활발히 개발되고 있다[2]. Matching

pursuit (MP)은 greed 알고리듬의 대표적인 알고리듬으로 orthogonal

matching pursuit (OMP), compressive sampling matching pursuit

(CoSaMP), stagewise orthogonal matching pursuit (StOMP)등과 같

은 알고리듬으로 개선되었다[3,4,5].

본 논문은 OMP의 iteration 단계에서 다중 경로를 이용하여

sparse 신호 복원 성능분석을 기존 OMP, StOMP, CoSaMP 방법과

함께 모의 실험을 통해 비교 및 확인해본다. 논문의 구성은 OMP에서

매 iteration시 N개의 다중 경로를 확장하는 알고리듬에 대해 간단히

정리 후, 모의 실험을 통해 성능을 확인한다.

2. 알고리듬

Sparse한 신호와 sensing matrix를  , 라 하면 관측치는 다음

과 같다.

  (1)

관측치와 sensing matrix, 를이용하여 Sparse 신호, 를복원

하는 방법으로 OMP의 iteration 단계에서 후보 support를 유지하는

기법(MMP)은 기존 OMP 기법이 iteration 마다 가장 큰 correlation

관계를가지는 support를 선택하는 것과달리, support 선택에 있어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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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의 다중 경로를 확장하여 마지막 K iteration에서 가장 작은 잔차

(residual)를 가지는 support 집합을 선택한다. 그림 1 은 iteration 마

다 2개씩 다중경로를확장하는 그림으로, 1 iteration에서는 가장큰 상

관도를가진 와 를이용하여다중경로 () 를 구성하였다. 다

음으로 와 를 기반으로 , ,  그리

고 를 확장하였다.

그림 1 다중 경로를 이용한 매칭 퍼슛 알고리듬

OMP의 경우, 그림 1에서가장큰상관도를가진 를선택한후,

를 선택하여 support 만을 선택하지만 MMP는 K

iteration까지 다중 경로를 확장하고 유지한 후, 최소 잔차를 가지는

support 집합을 선택하기 때문에 OMP에 비해 더다양한행렬 형태와

sparse 신호를 복구할수있다. 다음의표 1에 제안하는MMP 알고리

듬을 요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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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put : 
    관측치 : 
    Sensing 행렬 : 
    Sparsity : 
    다중경로 support set 확장 값 : 
Initialize:
     ∅
for k=1,..., K
    for ∈
        ′
         argmax ′
        for ∈
             ∪
             ∪
        end
    end
end

  argmin∈ 
 argmin

표 1 다중 후보 매칭 퍼슛 알고리듬

3. 모의실험 결과

모의실험에서는 MuCaMP의 성능 확인을 위해 제안하는 MMP

기법과 -최소화 기법 (BP), OMP, StOMP, 그리고 CoSaMP기법을

비교 실험하였다. 모의실험에는 가우스 분포로 이루어진 100x256크기

의 1000 가지 관측행렬과 가우스 분포 값으로 구성된 스파스신호를

사용하였다. 실험결과로 잡음이 없는 경우는 완벽 복원 성능 (Exact

recovery ratio; ERR)를 사용하였고, 잡음이 있는 경우는 MSE (mean

square error)를 사용하였다.

MMP의 반복과정에서 선택하는 support의 크기(N)는 4, 8인 경우에

대해 실험을 수행하였고, MMP의 수행시간을 줄이기 위해 반복과정

마다 다중 경로의 개수를 8로 제한두었다. MMP가 선택하는 support

의 크기와 최대 다중 경로의 개수를 N과 L로 표기하였다. StOMP 방

식은 두 가지 threshold 방법, false alarm rate (FAR)과 false

discovery rate (FDR)중 조금 더 성능이 우수한 FAR기법에 대해 실

험을 수행하였다.

그림 2은 완벽 복원 성능 실험의 결과로 x축은 sparsity 단계, y축은

완벽 신호 복원율을 의미한다.

그림 2에서 OMP는 크기가 256인 신호에 대해 약 12개의 영 아닌

신호까지는 완벽한 복원을 할 수 있으나 sparsity 단계가 14이 넘어가

면서 복원율이 감소하였고, CoSaMP, StOMP와 -최소화 알고리듬

은 24개의 sparsity 단계까지 완벽히 신호를 복원 할 수 있는 것을 확

인할수 있다. MMP 역시 24개의 sparsity 단계까지완벽히신호를복

원할 수 있고 34개의 sparsity 단계부터 다른 방법들에 비해 ERR이

천천히 떨어짐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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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Exact recovery ratio for CS algorithms

그림 3 그리고 4는 잡음이 있는 상황에서 영이 아닌 신호의 개수

가 14 그리고 28일 때의 MSE 성능결과로서 x축은 SNR, y축은 MSE

를 나타낸다. 그림 3에서 OMP와 MMP가 잡음이 심할 경우에는 동일

한 MSE 성능을 보여주고, 잡음이 약할 경우에는 MMP의 성능이 좋

음을 확인할 수 있다. CoSaMP 와 StOMP 기법보다 MSE 성능이 좋

았다. 그림 4에서는 MMP가 다른 기법들보다 좋은 성능을 보임을 알

수 있다. 영이 아닌 신호의 개수가 28은 그림 3의 ERR성능에서 ERR

값이 OMP는 낮고, CoSaMP 그리고 StOMP은 떨어지기 시작하는 부

분이다. 잡음이 없는 경우 ERR값은 MMP와 다른 기법들이 비슷했지

만, 잡음이 있는 경우 MSE값은 MMP가 다른 기법들보다 우수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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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영이 아닌 신호의 개수가 14일 때, MSE 성능

4. 결론

본 논문은 OMP에서 iteration마다 후보 support를 유지하는

MMP 알고리듬을 소개하고 실험적인 방법으로 sparse한 신호 복원성

능을 분석해보았다. 분석 결과 MMP알고리듬은 ERR 관점(noiseless)

에서 CoSaMP, StOMP와 비슷한 성능을 보이고, MSE 관점(noisy)에

서 다른 greedy 알고리듬들보다 높은 신호 복원성능을 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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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영이 아닌 신호의 개수가 28일 때, MSE 성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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