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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paper study on blind adaptive interference 

suppression algorithm without training sequence to 

solve Near-Far problem due to multi access 

interference. And the performance of each algorithm 

in the presence of the multipath fading channels over 

DS-CDMA is evaluated. Simulation results showed 

that Modified LMS-CMA algorithm has a higher 

capacity than MOE in SIR/SNR

1. 도입

Direct Sequence Code Division Access방식이 이동 

통신 및 개인 휴대용 통신 서비스의 중가로 인하여 관 

심이 고조되어 왔다. DS-CDMA방식이란 동일한 주파 

수대역에서 다수 사용자에 확산코드를 할당하여 사용자 

신호를 확산하고 역 확산시킴으로 다중 사용자 접속을 

가능하게 하는 방식이다［7丄 DS-CDMA기술은 페이딩 

에 강한 면역성, 보완성, 가입자의 용량 중대 둥 상당한 

장점을 가지고 있는 반면, 낮온 전력신호인 경우에는 

신호의 품질이 상대적으로 열화 되는 원근 문제 

(Near-Far)와 한 셀 안에서 사용자외 수가 중가함에 

따라서 스펙트럼의 중첩으로 인하여 배경잡음 전력이 

높아져서 신호의 품질이 열화 되고 시스템의 용량이 제 

한되 어 진다원근문제의 해결 책으로는 처 리 이 득을 

높임으로서 해결할 수 있다. 이는 군사용이 아닌 상업 

성을 목적으로 하는 이동 통신에서는 한정된 주파수 자 

원의 이용하기 때문에 거의 현실성이 없는 해결 방법인 

것이다. 또 다른 방법으로 이동국과 기지국사이의 전력 

을 조절하는 것과, 셀을 여러 개로 분할하는 방법이 

있다. 기존의 방법들은 상업용을 목적으로 하는 통신 

에서 상당한 부담이 되고 있다. 따라서 다중 사용자 간 

섭 (Multi User Interfere&8)에 외해 발생되는 통신 시 

스템외 열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기술이 요구 

되어졌다이 다중 사용자 간섭 억제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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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최근 여러 논문에서 볼 수 있다[1][2][6]. 그 중에서 

도 1994년 Madhow의 논문에서 다중 사용자 간섭에 대 

한 정보가 없어도 기존의 정합필터를 사용한 것보다 더 

뛰어난 성능을 보임을 알 수 있다[1]. 그러나 이들 블라 

인드 적응 간섭 억제 알고리즘들은 다양한 무선 채널 

환경에서 성능 평가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Rayleigh 페이딩 분포를 가지는 다중 경 

로 환경 하에서 Constant Modulus Algorithm을 이용 

한 블라인드 적응 간섭 억제 알고리즘을 제시하고 성능 

을 평가하고자 한다[3]. 이를 위해서는 우선 CMA 알고 

리즘을 중심으로, 입력 복소수 데이터를 취급할 수 있는 

LMS(Least Mean Square) 적응 알고리즘올 유도하기로 

한다[3][4]. 그리고 BPSK 데이터를 대상으로 

DS-CDMA 시스템에서 Rayleigh 페이딩 분포를 가지 

는 다중 경로 채널 환경하에서 각 알고리즘의 특성을 

SIR과 BER올 통하여 비교 검토하기로 한다.

2. 블라인드 적응 간섭 억제 알고리즘

2-1. 시스템 모델

동기 DS-CDMA 시스템을 위한 수신된 신호 모델온 

식(1)과 같이 정의되어진다.

w(d=S bk{n) sk{f) (1-a)

”)=z心)+ iK 分 (1-b)

여기서, 4*와 d는 为번째 사용자의 전력밀도, 데이터 그 

리고 算는 &번째 사용자의 확산파형을 의미한다.

0(”)는 가산 백색 가우시안 잡음이다. 위의 식(1)을 

chip-matched filtering 후에 다음 식(2)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r[»] = A,[«]«! [«] + b^n\ui+u^n\ (2-a)
*=2

Ui=AiSi (2-b)

여기서,如“】온 우리가 검출하고자 하는 사용자 

(desired user)로 가정하고자 한다. K=2, ,.k 인 경우 

는 다중 사용자 접속(MAD으로 발생되는 간섭이다. 

W{也온 분산이 o2인 부가 백색 가우시안 잡음이다. 

식(1-a)에서 "(f)가 Rayleigh 분포를 가지는 다중 경 

로 채널을 통과한다고 한다면 다음 식(3)과 같이 표기 

된다.

,7(、f)=Mk(W仰 (3)
u k,i

여기서,/는 임펄스 응답을 가진 다중 경로 채널 

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사용되는 시스템 모델은 다 

음과 같이 정의 되어진다.

”)=,7 (d+w(d ⑷

2-2. 이동 통신 채널

이동 통신 시스템에서 전송된 신호는 하나 또는 그 이 

상의 경로를 통하여 수신기에 전달되어진다. 이를 다중 

경로라고 하는데 다중 경로는 전송된 신호의 반사, 굴 

절, 산란 둥에 의해 발생된다. 본 연구에서는 도심지에 

서 통신 채널 환경을 분석하기에 적합한 Rayleigh분포 

를 가지는 페이딩 채널올 적용하고자 한다. 이를 구현 

하기 Clarke's simulator# 사용하였다[8]. 이 모델을 이 

용하여 다중 경로 채널을 구성하였다.

2-3. LMS-CMA 알고리즘

LMS-CMA 알고리즘은 다음 식(4)와 같이 정의되는 

오차( e(>z))신호에 대한 비용함수를 최소화하는 적 응 

알고리즘이다.

7S) = E[|e(湖勺 (4-a)

e(刀)=|y(耸)| 2 一 $ (4-b)

여기서, 5는 desired 사용자의 전력 밀도이고 MR)은 

적웅 필터 수신기의 출력을 나타낸다. 이때 계수 벡터 

顼必의 갱신식온 최대 경사 법을 사용하여 다음 식

(5)과 같이 나타내어진다.

顼，z+l)= 一您(”)一“ P *”)丿3) (5)

여기서 寸血")项3)은 비용함수 7(”)의 계수 项耸) 

에 대 한 gradient의 순시 추정 치 이 다. 卞 顶”)/(”)의 

为번째 요소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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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瓦Ie(»)12] = 히象者—H j 해集? (6-a)

节血”)丿(為)=P*”)E[le(砂I勺

=41 e( «)|y( «)_r^( n) (6-b)

여기서, 아는 적웅 수신기 벡터 卫(*)의 为번째 요소 

의 실수부, 皈는 허수부이다(/=“二1).

따라서 LMS-CMA 알고리즘의 적응 수신기 계수 벡터 

旦K”)의 갱신식은 다음식(7)과 같이 된다.

」也(" + 1) = _&?(，2)— 4“ |e(M)b(«).xl(«) ⑺

여기서, “는 step size, 项耸)온 입력벡터, *은 복소수 

공액(Complex Conjugate)을 나타낸다.

2-4. Modified LMS-CMA 알고리즘

제안된 알고리즘을 알아보기 전에 먼저 Madhow가 제 

시한 MOE(Minimum Output Energy) 알고리즘을 살펴 

보기로 하자. 기존의 알고리즘의 구조는 다음과 같다. 

수신된 신호 벡터 顶莒)은 정합필터와 선형 변환기의 

입력신호가 된다. 정합필터와 선형변환기는 다음 식(8) 

과 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다

〈Si,*i> = 0 (8-a)

<s1,c1> = ||s]|| 2 = 1 (8-b)

식(8)과 같은 성질과 최대 경사 법을 이용하여 xi 올 

갱신시키는 식(9)을 얻을 수 있다.

xjw] =X! [m —1] — [ »]( z{ «] - <? 1)⑼

이는 Madhow 가 제시한 MOE(Minimum Output 

Energy)알고리즘 부분 중 선형 변환 부분을 블라인드 

적응 알고리즘인 CMA를 적용하여 간섭 억제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제안한 알고리즘이다. 위의 2-3절에서와 

같이 일반적인 형태인 LMS-CMA의 비용함수인 식(4) 

와 같이 정의하고 이를 다시 식(5)에 적용해 보면 다음 

식(10)과 같이 유도되어진다.

m；i(m+1) = n) — 4/^(m)z(r*(n) (10-a)

z(n) = z Mf(n) + z x(n)

(10-b)

여기서,z*z)은 정합필터의 출력이고, Zi(£)온 적응 

수신기의 출력이다.

3. 모의 실혐 및 고찰

3-1. 모의 실험

다중 사용자 접속에 의하여 발생되는 MM坦를 억제하 

기 위해 제안된 블라인드 적응간섭 억제 알고리즘의 수 

렴특성을 알아보기 다음과 같온 사항을 고려하고자 한 

다. 우선 DS-CDMA에 방식이며 동기시스템이고, 처리 

이득이 31이고 사용자가 4 명인 시스템이 존재한다고 

가정한다. 위의 식(1)에서 为=1인 경우를 우리는 

desired user로 여 긴다. 즉 &, 缶,，은 각각 desired 

user 의 전력밀도, 정보데이터, 확산신호를 나타낸다. 

desired user의 정보데이터는 랜덤 하게 ±1의 값을 

갖도록 발생시켰고, 확산신호도 길이가 31인 확산 파형 

을 각 사용자마다 서로 다르게 랜덤 하게 ±1의 값을 

갖도록 발생시켰다. 부가 잡음 认耸)은 송신데이터인 

desired user와 독립이고 평균이 0이고 분산이 서부가 

백색 가우시안 집음(Additive White Gaussian Noise)을 

사용하였다. Rayleigh 페이딩 계수는 Clarke's 

simulator룰 사용하여 발생하였다[8〕. 다중 경로수는 3 

으로 하였다. 이동국은 120km/h로 움직이고, 반송주파 

수는 900Mhz를 사용하였다. 블라인드 적응 간섭 억제 

기의 수렴특성에 대한 성능 지표로서 다음 식과 정의되 

는 SIR(Signal to Interference Ratio)를 사용하였다[2].

海_________ 스彳(边1으1)：__________ (11)
O2K— K 1丄丄丿

a\wTw) + 孫妒

여기서, 扌은 부가잡옴讯力)의 전력밀도이고 "는 적 

웅 간섭 억제기이다. 적웅 간섭 억제기는 FIR 필터의 

구조를 가진다. 본 연구에서는 적웅 간섭 억제기의 수 

를 확산신호와 같은 수로 정하였다.

벡터로 一0=31，"，2，么%・・・，边15，・・・皿31]'의 초 

기치는 0으로 하였다.

3-2. 결과 고찰

아래 그림1의 결과는 Rayleigh 페이딩 채널과 부가잡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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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算)의 평균이 0인 가산 백색 가우시안인 경우 

2
〈SNR)i= 10*log k>—슬드丄 =10 [dB] (12-a)

(SNff)t=20[a!B] (12-b)

여기서, (为' = 2,3,4)일때 각각의 알고리즘에 대하여 

실험을 통하여 얻은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3개의 다중 

경로가 존재할 때 모의 실험 결과를 나타내었다.

아래의 그림1에 SIR/SNR [dB]의 결과를 나타낸 것이 

다. DS-CDMA 시스템에서 좀 더 실제적인 상황을 고 

려하여, 즉 Rayleigh 페이딩 분포를 가지는 다중 환경 

하에서 블라인드 적웅 간섭 억제 알고리즘을 성능 평가 

를 하였다. 그림 1에서는 블라인드 LMS-CMA 적웅 간 

섭 알고리즘온 기존의 블라인드 MOE 알고리즘보다 다 

중 경로 하에서는 더 악화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반 

면에 Modified LMS-CMA 알고리즘은 기존의 방법보 

다 훨씬 더 낳은 결과를 나타냄을 알 수 있었다.

모의 실험 결과 그림2에서도 그림 1과 같은 결과가 나 

왔다.

4.결론

본 연구에서는 DS-CDMA시스템에서 Rayleigh 분포 

를 가지는 다중 경로 환경하에서 블라인드 적응 간섭 

억제 알고리즘이 효과적으로 다중 접속에 의해 발생되 

는 원근효과詈 억제하는지를 컴퓨터 모외 실험을 룽하 

여 알아보았다. 그 결과 일반적인 LMS-CMA 알고리즘 

은 페이딩 채널에 대해서는 더 열화되는 동작을 하였고 

기존의 방법보다 더 낳은 성능을 나타내지 않았다. 반 

면 Modified LMS-CMA 알고리즘은 다중 경로 페이딩 

채널에 대하여 상당한 면역성을 지니고 있고, 기존외 

방식보다 더 우수한 특성을 지님을 알 수 있었다.

그림 1 . 정상 상태 응답

그림 2에서는 위의 식(12)에서 SNR의 조건은 동일하게 

하고, (SMM・ = 30[dB] 로 하여 NFR을 더 증가하여 원 

근 효과가 큰 상황하에서 기존 알고리즘과 제시된 알고 

리즘올 비교 하였다.

그림 2. 정상 상태 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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