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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충격성 잡음 환경에서 직교 주파수분할다중화 시스템의 성능에  대하여 분석한다.  여기서는 충격

성 잡음 완화알고리즘 가운데 윈도우 비선형성 방법이 적용된 직교 주파수분할다중화 시스템의 오류 성능이 과표본

화율과 윈도우 크기에 의존적임을 모의실험을 통하여 확인한다.  그리고 과표본화율과 윈도우 크기의 변화에 따라 

표본화된 신호의 진폭을 제어하는 문턱치의 적절한 영역을 제시한다. 그 결과, 이전의 연구에서 보고된 인자 조합보

다 직교 주파수분할다중화 시스템의 심볼 오류 성능 면에서 더욱 우수한 성능을 가지는 인자 조합을 제시한다.

ABSTRACT

In this paper, performance of an orthogonal frequency division multiplexing (OFDM) system in an impulsive noise 
environment is analyzed. Here, it is verified that performance of the OFDM system with window nonlinearity, which is 
one of the impulsive noise mitigation algorithms, is dependent on the over-sampling rate and the size of window. With 
respect to the variation of those parameters, we also provide an appropriate region of threshold values that control 
amplitudes of the sampled waveform of received signals. As a result, a new combination of parameters which improves 
error performance of OFDM system in an impulsive noise environment as compared to the previously reported 
parameters is presented.

키워드 : 충격성 잡음, 직교 주파수분할다중화, 디지털 통신시스템, 디지털신호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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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최근 직교 주파수분할다중화(orthogonal frequency 
division multiplexing, OFDM)는 고속 유무선 통신시스

템을 위한 전송방식으로 가장 선호되고 있다. 예를 들

어, 무선 근거리통신망을 위한 표준들인 IEEE 802.11x, 
디지털 방송 등과 같은 무선 통신시스템과 전력선 통신

을 위한 표준인 IEEE 1901 등에서 물리계층 신호전송 

기술로 직교 주파수분할다중화가 이용되고 있다[1-3]. 
이는 직교 주파수분할다중화가 높은 스펙트럼 효율과 

다중경로 페이딩에 대하여 강인한 특성을 나타내기 때

문이다. 또한 고속 푸리에변환 쌍을 이용하여 다수 부

반송파 신호를 동시에 변복조할 수 있으므로 시스템의 

구현 효율성 측면에서도 유리하다.  
한편, 충격성 잡음(impulsive noise)은 낙뢰 등과 같은 

자연 현상뿐만 아니라 전력선, 스위치, 가전기기 등의 

정상적인 사용에서도 수시로 발생될 수 있다[4, 5]. 이는 

매우 짧은 시간 동안 상당히 큰 첨두전력을 가지는  경

향이 있으므로 통신시스템의 성능을 크게 열화시키는 

원인이다. 이와 같은 충격성 잡음은 지속되는 길이와 발

생 시간이 예측 불가능한 하나 이상의 펄스들로 구성된 

랜덤 프로세스로 모델링된다. 대표적인 충격성 잡음 환

경의 구현 모델로는 α-안정 분포 모델[6], Bernoulli- 
Gaussian (B-G) 모델[7, 8] 등이 있다. B-G 모델은 충격

성 펄스의 발생 확률에 따라 백색 가우시안 잡음 채널과 

충격성 잡음 채널을 동시에 나타낼 수 있는 특징으로 인

하여 빈번하게 사용되어 왔다.
직교 주파수분할다중화 시스템의 전송신호는 중앙극

한정리(central limit theorem)에 의하여 복소가우시안 

분포를 가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B-G 모델에 

기반한 충격성 잡음 환경에서 수신신호는  직교 주파수

분할다중화 신호와 가산성 백색 가우시안 잡음, 충격성 

잡음 등 3개의 가우시안 랜덤 프로세스로 구성된다. 충
격성 잡음의 진폭은 전송신호와 백색 가우시안 잡음에 

비하여 매우 큰 경향이 있으므로 직교 주파수분할다중

화 시스템이 충격성 잡음에 강인한 특성을 가짐에도 불

구하고 시스템의 성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충격성 잡음 환경에서 직교 주파수분할다중

화 시스템의 성능 향상을 위해서는 효과적으로 충격성 

잡음을 완화시키는 방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충격

성 펄스로 의심되는 신호를  소거(blanking)시키는 방법

[8, 9]과 크기를 제한(clipping)시키는 방법[10, 11], 그리

고 이들을 혼용한 방법[11] 등이 제안된 바 있다. 최근에

는 충격성 잡음의 검출 신뢰성 향상을 위하여 과표본화

(over-sampling)와 슬라이딩 윈도우를 이용하는 윈도우 

비선형(window nonlinearity) 방법이 소개된 바 있다

[12]. 본 논문에서는 모의실험을 통하여 윈도우 비선형 

기법에 대하여 자세히 분석한다. 그리고 과표본화율과 

윈도우 크기의 변화에 따라 윈도우 비선형 기법에서 충

격성 펄스 검출을 위한 적절한 문턱치를 제시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II장에서는 직교 주파

수분할다중화와 충격성 잡음 모델에 대하여 소개한다. 
III장에서는 충격성 잡음 완화를 위한 기존의 방법과 최

근에 소개된 윈도우 비선형성 기법에 대하여 자세히 서

술한다. IV장에서는 윈도우 비선형성 기법을 중심으로 

잡음 완화 알고리즘이 적용된 직교 주파수분할다중화 

시스템에 대한 모의실험 결과를 제시하고 분석한다. 끝
으로 결론과 향후 추가 연구분야를 V장에 제시한다.

Ⅱ. 충격성 잡음 환경에서 직교 주파수분할다

중화 신호

2.1. 직교 주파수분할다중화

직교 주파수분할다중화는 가용 주파수 대역을 다수

의 부대역으로 나누고 각각의 부대역에 서로 직교하는 

신호를 할당하여 전송한다. 이는 단일 반송파변조에 비

하여 스펙트럼 효율이 높고 고속 푸리에변환 쌍을 변복

조에 이용할 수 있으므로 시스템 구현이 용이한 장점이 

있다. 이로 인하여 직교 주파수분할다중화는 무선 근거

리통신망, 디지털 방송, 전력선 통신 등을 위한 물리계

층 기술 표준으로 채택된 바  있다. 
정보원에서 발생된 고속 이진 신호열은 직병렬변환

기에 의하여 다수의 저속 이진 신호열로 분리되고, 이들

은 신호사상기(signal mapper)에 의하여 복소신호로 변

환되어 각 부대역에 할당된다. 신호사상기로는 평균 전

력이 1이 되도록 정규화된 2차원 신호성상도가 주로 사

용된다. 주파수 영역에서 부대역의 수가 N인 직교 주파

수분할다중화 심볼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X    ⋯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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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Xk는 k번째 부대역에 할당된 복소신호이고 첨

자 T는 전치행렬을 나타낸다. 신호열 X는 이산 푸리에 

역변환에 의하여 전송 신호열로 다음과 같이 변조된다.

 

 




exp
  , ≤ ≤. (2)

 
이와 같은 직교 주파수분할다중화 신호에서 2 가지 

특징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첫 번째는 중앙극한정리에 

의하여 변조된 신호의 진폭은 복소가우시안 분포를 가

지는 점이다. 이는 다수 신호의 진폭이 평균에 가깝지만 

가우시안 분포의 꼬리에 해당되는 매우 큰 첨두전력을 

가지는 신호들도 발생 가능함을 의미한다. 두 번째는 전

송되는 신호열에 깊은 페이딩이나 충격성 잡음과 같이 

순간적으로 매우 큰 왜곡을 초래하는 요소가 극소수 포

함되더라도 복조과정에서 전체 부대역으로 분산되어 

그 영향이 미미해진다. 따라서 직교 주파수분할다중화

는 이러한 왜곡 요소들에 비교적 강인한 특성을 가진다.

2.2. 충격성 잡음 모델

이상적인 전송 환경은 가산성 백색 가우시안 잡음이 

배경잡음으로 이용되는 채널로 모델링된다. 하지만 실

제적인 통신시스템에서는 다양한 원인에 의하여 충격

성 잡음이 상시적으로 발생될 수 있다. 이는 상당히 짧

은 시간동안 지속되지만 배경잡음이나 전송 신호에 비

하여 매우 큰 전력을 가지므로 시스템의 성능을 심각하

게 저하시키는 원인이 된다. 이러한 충격성 잡음 채널의 

구현을 위한 대표적인 모델로는 -안정 분포 모델과 

B-G 모델 등이 있다. 

2.2.1. -안정 분포 모델

-안정 분포 모델은  ,  , ,  등 4 개의 인자를 이

용하여 다양한 충격성 잡음 프로세스를 발생시킨다. 이
는 특히 꼬리확률분포를 제어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이 모델은 일반화된 닫힌형(closed-form) 확률밀

도함수(probability density function, PDF)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다음과 같은 특성함수(characteristic function)
로 표현된다.

  exp  , (3)

 









tan

  ≠


 log    
, 









   
   
   

.

는  특성지수인자로서 꼬리확률분포의 두께를 결

정하며 주로   ≤ 의 값을 가진다. 를 감소시키

면 꼬리분포의 두께가 증가되므로 충격성 잡음이 더 많

이 발생된다. 는 확률분포의 대칭성을 나타내는 인자

로서   = 0이면 평균을 중심으로 좌우 대칭인 분포가 

된다. 이를 대칭 -안정 분포라고 한다. 는 잡음 프로

세스 평균의 위치를 결정하는 인자로서 ∞∞

의 범위를 가지며, 는 분산인자로서 평균에 대한 편차

를 나타내는 척도로 0 <의 값을 갖는다. 따라서 -안
정 분포 모델을 이용하는 경우 특성함수를 푸리에변환

하여 충격성 잡음의 확률밀도함수를 구한다[6].

2.2.2. Bernoulli-Gaussian 모델

B-G 모델은 배경잡음과 충격성 잡음이 비동기적으

로 나타나는 잡음 환경을 표현하는데 유용하다[7]. 이 

모델에서 발생되는 랜덤 변수를   로 나타낸다. 

여기서 bk는 Bernoulli 랜덤 변수이고 wk는 평균이 0이

고 분산이 
인 복소 백색 가우시안 잡음이다. sk와 gk를 

전송되는 신호와 평균이 0이고 분산이 
인 백색 가우

시안 잡음이라고 하면 수신신호 표본은 

                             (4)

이 된다. 따라서 전체 잡음은  두 가우시안 랜덤 변수의 

합으로 zk = gk + ik가 되며, 이의 확률밀도함수는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 (5)

여기서 p는 충격성 잡음의 발생 확률이고 G(ㆍ)는 평

균이  , 분산이 
인 가우시안 확률밀도함수이다. 의 

변화에 따라 B-G 모델에 의하여 발생된 충격성 잡음의 

표본화된 파형을 그림 1에 나타내었다. 여기서 표본 수

는 10000개이고 충격성 잡음과 백색 가우시안 잡음의 

분산은 각각 
 = 15와 

  = 1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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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무기억 비선형 완화 알고리즘이 적용된 직교 주파수분

할다중화 시스템의 블록도

Fig. 2 A block diagram of an OFDM system with the 
momoryless nonlinea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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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B-G 모델에서 발생 확률 에 따른 충격성 잡음 프로

세스 (a)  = 0.01 (b)  = 0.1
Fig. 1 According to , impulsive noise processes in the 
B-G model (a)  = 0.01 (b)  = 0.1

p = 0.01인 경우에도 충격성 잡음 펄스가 상당히 자

주 발생되며 진폭도 배경잡음에 비하여 매우 큰 것을 알 

수 있다. p = 0.1로 증가되면 시스템의 정상 동작이 어려

울 정도로 충격성 잡음의 발생 빈도가 높아지는 것을 확

인할 수 있다. 따라서 극소수 충격성 잡음이 발생되면 

이들의 영향이 다수의 부대역에 분산되므로 직교 주파

수분할다중화 시스템이 충격성 잡음에 비교적 강인한 

특성을 가지지만 그림 1에 나타낸 것처럼 p = 0.01정도

만 되어도 시스템의 성능은 심각하게 저하될 수 있다.

Ⅲ. 비선형 충격성 잡음 완화 기법

3.1. 무기억 비선형 완화 기법

충격성 잡음의 영향을 완화시키기 위하여 직교 주파

수분할다중화 수신기 전단에 무기억 비선형 완화 알고

리즘을 적용한 시스템을 그림 2에 나타내었다. 이는 수

신기의 전처리 장치로  동작하여 수신신호에 포함된 충

격성 잡음을 검출한다. 이러한 무기억 비선형 완화 알고

리즘에는 충격성 잡음이 포함된 것으로 추정되는 신호

를 소거시키는 방법,  신호 진폭을 절단시키는 방법, 그
리고 이들 두 가지 방법을 혼용하는 방법이 있다.  

충격성 잡음 소거 알고리즘에서는 수신신호 표본이 

미리 정해진 문턱치보다 큰 경우 충격성 잡음에 오염된 

것으로 판단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정상적인 신호로 판

단한다. 그리고 잡음에 오염된 신호 표본은 0으로 대체

시켜 해당 신호를 소거한다. 따라서 소거 알고리즘이 적

용된 후 변형된 직교 주파수분할다중화 신호는 

    ≤  
     ⋯        (6)

와 같다. 여기서 rk는 수신신호 표본이고 T1은 소거 문턱

치를 나타낸다. 
진폭 절단 알고리즘에서 충격성 잡음의 검출은 소거 

알고리즘과 동일한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하지만 여기

서는 잡음의 영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신호 표본의 

진폭을 다음과 같이 절단하여 제한시킨다. 

  
  ≤


  
     ⋯    (7)

여기서 T2는 절단 문턱치를 나타내고 는 신호 표본

의 위상이다. 따라서 전처리 장치에 의하여 변형된 수신

신호의 최대 진폭은 문턱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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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혼합 알고리즘에서 표본화된 수신 신호와 문턱치

Fig. 3 An example of applying both thresholds to the 
sampled waveform in the combined blanking and 
clipping nonlinearity algorithm

Transmission
channel

LPF with 
over-sampling

Windowing 
nonlinearity

s(t) r(t) xn yk

그림 4. 윈도우 비선형 충격성 잡음 완화 알고리즘

Fig. 4 The window nonlinearity algorithm for impulsive 
noise mitigation

소거와 절단을 혼용하는 알고리즘에서는 그림 3에 

나타낸 것처럼 서로 다른 두 개의 문턱치가 사용된다. T1

과 T2를 각각 소거와 절단을 위한 문턱치로 정의하면  

혼용 알고리즘에 의하여 변형된 직교 주파수분할다중

화의 표본화된 신호 파형은 다음과 같다.

 










  ≤


    ≤
  

     ⋯  

(8)

여기서 일반적으로 T2 ≤ T1이 되도록 문턱치들이 정

해진다. 따라서 신호 표본이 소거 문턱치 T1보다 크면 

비선형 전처리 장치는 이 표본이 충격성 잡음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판단하고 소거시킨다. 신호 표본의 크기가 

T1보다는 작고 T2보다는 큰 경우 충격성 잡음의 영향인

지 직교 주파수분할다중화 신호 가운데 첨두전력이 큰 

신호인지 명확하지 않다. 이 경우 신호 표본의 크기는 

절단 문턱치의 값으로 대체된다. 그리고 표본의 크기가 

T2보다 작은 경우에는 충격성 잡음의 영향이 전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원래의 신호가 유지된다. 
변조된 직교 주파수분할다중화에서는 매우 큰 첨두

전력을 가지는 신호가 발생될 수 있으므로 수신신호 표

본의 진폭만을 이용하여 충격성 잡음을 검출하는 방법

에서는 부정확한 판단이 초래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문

턱치를 지나치게 작게 정하면 수신신호 파형에서 충격

성 잡음뿐만 아니라 정상적으로 발생되었지만 첨두전

력이 큰 신호들도 소거되거나 절단된다. 반대로 문턱치

가 너무 크면 충격성 잡음 신호마저도 검출되지 않으므

로 전처리 장치의 잡음 완화 성능을 기대할 수 없다. 따
라서 적절한 문턱치를 결정하는 것은 충격성 잡음 완화 

알고리즘에서 매우 중요하다.

3.2. 윈도우 비선형 완화 기법

무기억 비선형 완화 알고리즘들에서는 표본마다 문

턱치와 비교하여 충격성 잡음에 의한 오염 여부가 결정

되고, 영향이 있는 것으로 판정된 표본은 소거되거나 절

단된다. 따라서 이러한 알고리즘의 성능은 정해진 문턱

치에 크게 의존하는 경향이 있으나 적절한 문턱치 선정

을 위한 이론적인 방법은 현재까지는 알려진 바 없다. 

윈도우 비선형 완화 알고리즘은 충격성 잡음 검출의 

융통성 향상을 위하여 가장 최근에 소개되었다[12]. 여
기서는 잡음의 영향을 받은 신호를 검출하기 위하여 수

신기 전단에서 저역통과필터(low-pass filter, LPF)된 수

신 신호를 과표본화하고 슬라이딩 윈도우를 적용한다. 
이러한 윈도우 비선형 전처리 장치의 구조를 그림 4에 

간단히 나타내었다.
충격성 잡음 환경에서 수신신호 는 

                     (9)

와 같다. 여기서 는 전송 신호를 나타내고 는 

평균이 0이고 분산이 
 인 충격성 잡음 프로세스이다. 

그리고 는 배경잡음으로 평균이 0이고 분산이 


인 백색 가우시안 잡음을 나타낸다. 
이상적인 저역통과필터에 의하여 여파된 수신신호는 

 
∞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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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과표본화된 직교 주파수분할다중화 신호의 일부분

Fig. 5 A part of the over-sampled OFDM signals

20

그림 6. 문턱치에 따른 소거 알고리즘이 적용된 직교 주파수

분할다중화 시스템의 심볼오율

Fig. 6 According to the thresholds, SERs of the OFDM 
system with blanking nonlinearity

으로 표현된다. 여기서 는 다음과 같은 저역통과필

터의 임펄스 응답이고

 

sin  ,                     (11)

Ts는 직교 주파수분할다중화의 심볼 길이이다. 과표

본화율 R로 표본화된 신호는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

∞

  , ≤≤. (12)

그림 5와 같이 충격성 잡음이 포함된 직교 주파수분

할다중화 신호에 길이가 K 인 슬라이딩  윈도우를 적용

한다. 여기서 일반적으로 윈도우 길이는 과표본화율에 

따라 K = 2R - 1 표본이 되도록 정한다. 만일 윈도우 내

에서 미리 정해진 문턱치 Tw보다 큰 진폭을 가지는 신호 

표본 수가 그렇지 않은 표본의 수보다 크면 그 신호는 

충격성 잡음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판정한다. 과표본화

율이 증가되면 이웃하는 표본들 간 간섭도 증가되는 경

향이 있다. 이와 같은 간단한 규칙을 적용하기 위해서 K 
= L1 + L2이고 L1 > L2를 만족하는 인자 L1과 L2를 도입한

다. 여기서 L1은 윈도우 길이 내에 포함된 표본들 가운

데 충격성 잡음의 위치를 나타낸다. 
윈도우 비선형 충격성 잡음 완화 알고리즘에 대한 기

존 연구는[12] R = 4일 때 L1 = 6, L2 = 1인 경우에 대한 

분석만 제시하였다. 하지만 본 논문에서는 무기억 비선

형 완화 알고리즘과의 비교뿐만 아니라 각 인자들의 변

화에 따른 성능과 적절한 문턱치 선정을 위하여 과표본

화율이 R = 1, 2, 4인 경우에 대하여 윈도우 비선형 완화 

알고리즘의 성능을 비교 분석한다. R = 1인 경우, 실제

적으로는 과표본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이 알고리

즘은 기존 충격성 잡음 소거 알고리즘과 동일하다. R = 
2이면 충격성 잡음은 인접한 두 표본에 영향을 미치고, 
이 때 인자들은 K = 3, L1 = 2, L2 = 1의 값을 갖는다. R = 
4인 경우, 윈도우 길이는 K = 7이 되며, L1과 L2의 가능

한 조합은 (L1, L2) = (6, 1), (5, 2), (4, 3)이 된다.

Ⅳ. 성능 분석

제시된 비선형 충격성 잡음 완화 알고리즘들의 성능

을 비교/분석하기 위하여 다양한 모의실험을 수행하였

다. 특히, 여기서는 적용 가능한 인자들의 변화에 따른 

윈도우 비선형 알고리즘의 충격성 잡음 완화 특성에 초

점을 둔다. 모의실험을 위한 충격성 잡음 환경은 B-G 모
델을 이용하여 생성한다.

4.1. 무기억 비선형 완화 기법

문턱치의 변화에 따라 충격성 잡음 환경에서 소거 알

고리즘이 적용된 직교 주파수분할다중화 시스템의 심



직교 주파수분할다중화 시스템을 위한 충격성 잡음 완화 알고리즘에 대한 비교 연구

1057

그림 7. 문턱치의 변화에 따른 기존의 충격성 잡음 완화 알고

리즘의 심볼오류 성능

Fig. 7 SERs of the conventional impulsive noise mitigation 
algorithms with respect to the variation of threshold values

(a)

(b)

그림 8. 충격성 잡음 발생 확률에 따른 직교 주파수분할다중화 

시스템의 심볼오율 (a)  = 1 (b)  = 2
Fig. 8 SER of the OFDM according to the probabilities 
of impulsive noise (a)  = 1 (b)  = 2

볼오율(symbol error rate, SER)을 그림 6에 나타내었다. 
여기서 Es는 평균 심볼에너지를 나타내고 N0는 대역 제

한된 평균 잡음에너지이다. 신호사상기로는 4진 위상편

이키잉 신호성상도를 이용하였다. 그 결과, 문턱치가 3
일 때 직교 주파수분할다중화 시스템은 가장 우수한 성

능을 나타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턱치의 변화에 따른 무기억 비선형 알고리즘들의 

오류 성능을 그림 7에 비교하여 나타내었다. 여기서 신

호 대 간섭전력의 비(signal-to-interference power ratio, 

SINR)는 기존 연구와 같이 


 = 15 dB로 고정하였

다[11, 12]. 그리고 신호사상기로는 4진과 8진 위상편이

킹을 이용하였다. 예상되는 바와 같이 4진 위상편이키

잉 신호사상기를 이용한 시스템이 8진 위상편이키잉을 

적용한 시스템보다 우수한 오류 성능을 가짐을 확인할 

수 있다. 충격성 잡음 소거 알고리즘이 다른 방법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우수한 잡음 완화 성능을 가지는 것

으로 나타났다. 또한, 모든 알고리즘에서 시스템의 심볼

오율이 가장 작아지는 문턱치는 거의 3에 가까운 값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4.2. 윈도우 비선형 완화 기법

B-G 모델에 기반한 충격성 잡음 환경은 잡음의 발생 

확률 p에 크게 의존적이다. p의 변화에 따라 윈도우 비

선형 알고리즘이 적용된 직교 주파수분할다중화 시스

템의 성능을 그림 8에 나타내었다. 본 절에서는 4진 위

상편이키잉을 신호사상기로 사용하였다. 충격성 잡음 

발생 확률이 커지면 시스템의 성능은 심각하게 저하되

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p ≥ 0.05의 영역에서는 

데이터 전송시스템으로서의 기능이 거의 없는 성능을 

보이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비교적 우수한 성능을 보이는 것으로 확인된  = 0.01을 

향후 모의실험의 기준으로 사용하기로 한다. 
충격성 잡음 완화 알고리즘의 성능 분석을 위하여 문

턱치의 변화에 따라 윈도우 비선형 알고리즘이 적용된 

시스템의 심볼오율을 그림 9에 나타내었다. 과표본화율

이 R = 1인 경우 Th = 3일 때 시스템의 성능이 가장 우수

한 것으로 나타났다. R = 1인 경우는 윈도우 길이도 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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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그림 9. 문턱치의 변화에 대한 직교 주파수분할다중화 시스템

의 심볼오율 (a)  = 1 (b)  = 2
Fig. 9 SER of the OFDM in accordance with the threshold 
values (a)  = 1 (b)  = 2

(a)

    (b)

(c) 
그림 10.   조합에 따른 윈도우 비선형 알고리즘이 적

용된 시스템의 심볼오율 (a)   = (6, 1) (b)   = 
(5, 2) (c)   = (4, 3)
Fig. 10 According to the possible combinations of 
 , SER of the OFDM system (a)   = (6, 1) 
(b)   = (5, 2) (c)   = (4, 3)

1이 되므로 실제적으로는 과표본화하지 않는 것이 되므

로 윈도우 비선형 알고리즘은 충격성 잡음 소거 알고리

즘과 거의 동일한 동작을 한다. 이에 비하여 R = 2인 경

우 K = 3이므로 임의의 신호 표본과 양쪽에 인접한 표본

들이 서로 간섭을 일으킨다. 이 경우 Th = 2.5일 때 시스

템이 가장 우수한 성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표본화율이 4일 때 윈도우 길이는 K = 7이 되므로 

L1 > L2과 K = L1 + L2의 조건을 만족시키는 (L1, L2)의 조

합은 (6, 1), (5, 2), (4, 3) 등 3 가지가 있다. 이러한 인자 

조합을 적용한 직교 주파수분할다중화 시스템에 대한 

모의실험 결과를 그림 10에 나타내었다. 기존의 연구에

서[12] 제시된 유일한 인자 조합인 (L1, L2) = (6, 1)은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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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최적 문턱치에 가까운 값을 이용할 때 윈도우 비선

형 알고리즘이 적용된 시스템의 성능

Fig. 12 Performance of the OFDM with the window 
nonlinearity when a near optimum threshold value is 
exploited.

그림 11. 과표본화율에 따른 윈도우 비선형 알고리즘의 최적 

문턱치 영역

Fig. 11 According to the over-sampling rate, region of 
the optimum thresholds in the window nonlinearity

능한 3 가지 조합 가운데 가장 열악한 성능을 나타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오히려 (L1, L2) = (4, 3)을 적용한 경

우 윈도우 비선형 알고리즘은 가장 우수한 성능을 보이

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충격성 잡음 판정을 위한 문

턱치도 기존의 연구에서 제시된 3보다 Th = 2에서 시스

템의 성능이 월등히 우수함을 알 수 있다.
비선형 잡음 완화 알고리즘에서 이론적으로 최적인 

문턱치를 정하는 방법은 현재까지 알려져 있지 않다. 따
라서 본 연구에서는 문턱치를 변화시키면서 윈도우 비

선형 완화 알고리즘이 적용된 시스템의 성능을 구함으

로써 최적 문턱치가 포함된 영역을 구하고자 한다. 과표

본화율이 1, 2, 4인 경우의 실험 결과를 그림 11에 나타

내었다. 여기서 신호 대 잡음비는 15 dB로 고정하였다.
과표본화율이 증가됨에 따라 가장 우수한 성능을 나

타낼 것으로 예상되는 문턱치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R = 1인 경우 충격성 잡음 소거 알고리즘에서도 

예상된 바와 같이 최적 문턱치는 Th = 3에 가까운 값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하여 R = 2와 4인 경우 

최적 문턱치는 각각 2.5와 2에 가까운 값을 가질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또한, 이와 같은 문턱치를 적용할 경우 

과표본화율이 증가됨에 따라 시스템의 오류 성능이 저

하되는 것으로 예상되며, 그림 12에 나타낸 모의실험 결

과를 통해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윈도우 비선형 알고리즘이 적용된 시스템의 성능은 

과표본화율에 의존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이한 점은 

과표본화율이 증가됨에 따라 시스템의 성능이 저하되

는 것이다. 이는 기존의 연구에서는 실험조차 이루어지

지 않은 것이다. 이의 주된 원인이 문턱치의 감소에 의

한 소거 표본 수의 증가인지 표본 간 간섭 범위의 확장 

때문인지는 명확하지 않다.   

Ⅴ. 결  론

충격성 잡음 환경에서 직교 주파수분할다중화 시스

템의 성능 향상을 위한 다양한 비선형 잡음 완화 알고리

즘이 연구되어 왔다. 본 논문에서는 비교적 최근에 소개

된 윈도우 비선형 완화 알고리즘을 중심으로 이러한 알

고리즘들의 성능을 비교/분석하였다. 특히, 여기서는 과

표본화율에 따라 충격성 잡음 신호의 판정을 위한 최적 

문턱치가 존재하는 영역을 실험적인 방법으로 구하여 

제시하였다. 그 결과, 과표본화율이 커지면 가장 우수한 

성능을 보이는 문턱치가 감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한, 움직이는 윈도우의 길이에 따른 인자들의 조합을 이

용한 실험 결과, 과표본화율이 R = 4일 때 이전의 연구

에서 유일하게 제시된 (L1, L2) = (6, 1)가 가장 열악한 오

류 성능을 초래하고 (4, 3)일 때 직교 주파수분할다중화 

시스템의 성능이 가장 우수함을 밝혔다. 
한편, 윈도우 비선형 충격성 잡음 완화 알고리즘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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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표본화율이 증가되면 검출 신뢰성은 향상되지만 시

스템의 성능은 저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러

한 성능 저하의 직접적인 원인 규명과 대책에 대한 추가

적인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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