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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고 있지 않아서 재밍에 매우 취약하다는 단점을 가

Abstract

진다. 따라서 OFDM 기법에 알맞은 항재밍 기법에 대
한 연구가 필요하다.

The robustness to jamming signal is an important

기존의 연구로는, OFDM 시스템에서 주파수 축으

property for military communication systems. Some

로 확산 부호를 적용한 기법이 있다 [1]. 이 기법을 적

previous work has shown that erasure decoding or

용함으로써 한 심볼이 여러 부반송파에 퍼져서 전송되

frequency domain code division multiplexing (CDM)

므로, 일부 부반송파에 재밍이 걸리더라도 역확산을

can reject the intereference. In general, however, the

함으로써 재밍 신호를 완화시킬 수 있다. 한편, 재밍이

jamming signal has higher power than ordinary

걸린 심볼을 채널 복호 과정에서 배제시키는 이레이저

interference which leads to insufficient jamming

복호 (erasure decoding) 기법이 제안되었다 [2]. 터보

rejection performance of these schemes. To mitigate

부호나 LDPC (Low Density Parity Check) 부호 등은

this insufficiency, we propose an erasure combining

복호 과정에서 수신 신호의 로그 우도 비 (LLR: Log

technique which inserts erasure before despreading

Likelihood Ratio)를 이용하는데, 재밍이 걸린 심볼은

of the CDM scheme. By this approach, high power

잘못된 로그 우도 비를 갖게 되어서 오히려 복호 성능

narrowband jamming could be efficiently rejected.

을 떨어뜨린다. 따라서 재밍이 걸렸다고 판단되는 심
볼을 이레이징 함으로써 복호 성능을 높일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주파수 축에 확산 부호를 적용해서

I. 서론

한 사용자의 데이터는 코드 분할 다중화 (CDM: Code
Division

전술 통신 시스템은 재밍에 대한 강인성이 매우 중

Multiplexing)하고,

OFDMA

(Orthogonal

Frequency Division Multiple Access)를 통해 다중 사

요한 성질로 요구된다. 그러나 최근 고속의 이동통신

용자 환경을 제공하는 OFDMA-CDM 시스템에서의

및 차세대 전술 통신 시스템을 위해 주목을 받고 있는

항재밍 기법을 제안한다. CDM을 통해 항재밍 성능을

OFDM (Orthogonal Frequency Division Multiplexing)

얻을 수 있지만, 더 적극적인 재밍 신호 제거를 위해,

기법은 대역 확산 기법 (spread spectrum)과 달리 재

이레이저 복호 기법을 응용한 이레이저 결합 (erasure

밍 신호를 완화하거나 제거할 수 있는 성질을 전혀 가

combining) 기법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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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 수 있듯,  값에 관계없이, 재밍 신호 정보를 모두

II. 본론

알 때의 ‘Perfect MMSEC’ 기법이 가장 좋은 성능을
OFDM 심볼은 보호 대역을 제외한  개의 부반송파

갖는다. 반대로 항재밍 기법을 전혀 적용하지 않은

로 이루어지고,  명의 사용자가 각각  개의 부반송파

‘No anti-jamming'은 AWGN만 존재할 때의 MMSEC

를 할당받는다 (    ). 각 사용자의 데이터 심볼은

계수를

길이가  인 확산 부호로 확산 및 다중화된다. 번째

Ratio)이 증가해도 전혀 성능 향상이 없다. 제안한 기

사용자의 수신 신호는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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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비트 오율 성능

 대신

   를 사용해서 MMSEC를 할 수 있고, MMSE

Ⅳ. 결론 및 향후 연구 방향

관점에서 최적의 성능을 얻는다.
이레이저 결합 기법은 재밍 신호에 대한 정보가 전

본 논문에서는, 전술 통신 시스템에서 재밍에 강인

혀 없을 때  개의 수신 심볼 중에서 전력이 정해진

한 시스템의 하나로 OFDMA-CDM 시스템에서의 이

임계치보다 큰 것을 결합 과정에서 제외시킴으로써 재

레이저 결합 기법을 제안하였다. 모의 실험을 통해 부

밍 신호의 영향을 줄인다. 임계치는 [2]에서처럼 다음

분 대역 잡음 재밍이 존재할 때, CDM만을 적용한 기

과 같이 정할 수 있다.

법에 비해 훨씬 좋은 항재밍 성능을 가짐을 보였다.



    ′

성능을 최적화하기 위해 최적 임계치를 찾는 방법에

(3)

대해 향후 연구가 진행중이다.

여기서  ′ 는 임의로 정할 수 있는 값으로써, 시스템
성능을 좌우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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