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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paper, we compare two different 

anti-jamming schemes, Subspace projection and 

SCORE algorithm. For multipath cancelation, nulling 

technique is applied to both anti-jamming schemes. 

It is noted that SCORE algorithm is more robust to 

the multipath interference. It is also noted that 

Subspace projection scheme requires nulling 

technique for multipath mitigation.

I. 서론 

GNSS(Global Navigation Satellite System) 기술은 

인공 성을 이용하여 치정보를 주는 시스템을 나타낸

다. 그 에서도 GPS (Global Positioning System)는 미

국에서 개발된 성항법 시스템으로, 사물의 치를 

악하는 것을 목 으로 한다. GPS신호의 수신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 은 정확한 신호수신이 어렵다는 것이다. 

특히 GPS신호 수신에 있어서 가장 큰 방해요소로는 

방해 신호와 자신의 다 경로 신호를 들 수 있다. 그러

므로 방해 신호와 다 경로 신호를 제거할 수 있다

면 훨씬 좋은 성능을 나타낼 수 있다.

 본 논문은 방해 신호 제거의 여러 기법  

Subspace-projection에 의한 방법과 SCORE algorithm

에 의한 방법을 비교 분석하 다.

II. 본론

  GPS의 특징  하나는 spread spectrum을 사용한다

는 것이다. spread spectrum gain이 30dB를 넘어서는 

방해 나 noise가 30dB이상일 경우 원활한 정보를 

얻는 것이 힘들다. 이러한 수신을 하는데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방해 신호와 다 경로 신호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신호들로 인해 GPS수신에서 동기를 맞

추는 것이 어렵게 되며 낮은 신호  잡음비를 갖게 

되므로 정확한 수신을 해선 이러한 방해 요소들을 

제거해야하며 본 논문에서 제거 방법으로 SCORE 

algorithm [2]에 다 경로 신호 nulling이 결합된 수신

기의 성능과 Subspace projection[1] 기법에 nulling이 

결합된 방법을 통하여 방해 신호와 다 경로 신호

는 제거하는 수신기의 성능을 비교한다. Cross-Score 

algorithm의 특징은 반복되는 신호의 경우 

Cross-SCORE algorithm을 취하면 ‘0’이 아닌 값을 갖

게 되고 완벽히 동일할 경우 최 의 값을 갖게 된다.  

GPS신호는 반복하여 송되는데 반하여 방해 신

호는 반복을 하지 않는다. 즉, 수신된 GPS신호에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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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oss-SCORE algorithm을 용하면 GPS의 반복 특

성을 통하여 방해 신호를 제거 할 수 있다. 다

경로 신호는 수신되는 신호의 방향을 알고 있다는 가

정 하에 해당 방향으로 nulling을 취하여 제거한다. 

Subspace projection을 통하여 방해 신호를 제거

하는 방법은 수신된 신호의 자기상  행렬을 구한 후에 

SVD (Singular Value Decomposition)을 통하여 신호의 

세기가 일반 으로 강한 방해 신호의 방향 을 나타

내는 벡터들을 구하고 이 벡터들과 직교하는 방향들로 

구성되는 subspace로 수신신호를 투 (projection) 시키

는 방법으로 방해 신호를 제거한다.

  다 경로 신호를 제거하는 방법도 Subspace 

projection에 nulling을 추가해서 이루어진다.. 이러한 방

법으로 MSNR(Maximum Signal to Noise ratio)을 시뮬

이션을 통해 Cross-SCORE와 Subspace Projection을 

비교하 으며, Multipath mitigation modified Cross 

SCORE와 Multipath-free Subspace Projection을 비교, 

확인 하 다.

Ⅲ. 실험 결과

 

(a)                               (b)

그림 1. Jamming에 (a)SCORE algorithm과 (b)Subspace 

Projection을 각각 용한 후

 

(a)                               (b)

그림 2. Jamming+Multipath에 (a)SCORE algorithm과 (b)Subspace 

Projection을 각각 용한 후

 

(a)                               (b)

그림 3. Jamming+Multipath에 (a)SCORE algorithm과 (b)Subspace 

Projection을 각각 용하고 nulling 후

조  건 SCORE Subspace

Jamming 이상없음 -80(dB)에서 깨짐

Jamming +Multipath 이상없음 -80(dB)에서 깨짐

Jamming + 

Multipath + nulling
이상없음 이상없음

SNR -20(dB) -20(dB)

각  도

• Direct path : 50도

• Jamming : 10도

• Multipath : 30도

Ⅳ. 결론  향후 연구 방향

 의 실험결과 Subspace Projection방법이 SCORE 

algorithm에 비하여 낮은 dB에서 nulling을 필요로 하

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SCORE algorithm은 알고리

즘 자체 으로 anti-jamming의 효과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앞으로의 연구 방향은 의 두 가지 방법

에 space time processing을 용시켜 더욱 효과 인 

interference cancelation 알고리즘을 개발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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