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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전자전 분야에서는 적 레이다에 의해 아군의 위치가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재밍 시스템 개발이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있다. 재밍 시스템은 DRFM(Digital Radio Frequency Memory)을 이용하여 광대역 신호를 수신하고 전체 

대역폭 내의 신호를 한 번에 처리하는 구조가 주로 사용되었다. 광대역 DRFM 구조에서는 대역 내에 CW 
(Continuous Wave) 형태의 간섭 신호가 유입되는 경우 재밍 대응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최근에는 필터뱅크 구조

를 이용하여 전체 대역을 여러 개의 서브 대역으로 분할하고, 서브 채널 별로 독립적으로 처리하는 채널화 DRFM이 

사용되었다. 채널화 DRFM 구조로 간섭 신호에 대한 대응은 가능해졌지만, 서브 대역 경계 주파수에 입력 신호가 수

신되는 경우에 미러 이미지로 인한 스퓨리어스가 발생하여 JSR(Jamming to Signal Ratio)이 저하되고, 결과적으로 

재밍 효과가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한다. 본 논문에서는 간섭 신호를 제거할 수 있는 채널화 DRFM 구조에서, 서브 대

역 경계 주파수 신호 입력에 대한 스퓨리어스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오버샘플링된 채널화 DRFM 구조를 제안하였으

며,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광대역 DRFM과 일반 채널화 DRFM과 비교하여, 오버샘플링된 채널화 DRFM이 간섭 제

거와 스퓨리어스 신호 방지가 가능함을 검증하였다.

ABSTRACT

In Electronic Warfare, the need to develop a jamming system that protects our location information from enemy radar 
is constantly increasing. The jamming system normally uses wide-band DRFM(Digital Radio Frequency Memory) that 
processes the entire bandwidth at once. However, it is difficult to jam if there is a CW(Continuous Wave) interference 
signal in the band. Recently, instead of wide-band signal processing, a structure using a filter bank that divides the entire 
band into several sub-bands and processes each sub-band independently has been proposed. Although it is possible to 
handle interference signal through the filter bank structure, spurious signal occurs when the signal is received at a 
boundary frequency between sub-bands. Spurious signal makes a output power of jamming signal distributed, resulting in 
lower JSR(Jamming to Signal Ratio) and less jamming effect. This paper proposes an over-sampled channelized DRFM 
structure that enables interference response and prevents spurious signal for sub-band boundary frequency inp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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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현대전의 전자전 분야에서는 적 레이다에 의해 아군 

플랫폼(함정, 항공기 등)의 위치가 노출되지 않도록 기

만/교란하는 재밍 시스템 개발이 요구되고 있다. 재밍 

시스템에서는 재밍신호를 생성하는 신호원으로 DRFM 
(Digital Radio Frequency Memory)이 주로 사용된다. 
DRFM은 아군의 위치를 추정하는 적 레이다 신호를 수

신하여 저장하고, 재밍기법에 따라 각종 변조를 수행하

여 재밍신호를 발생한다[1].
레이다는 목적과 운용 환경에 맞도록 주파수 대역을 

선택하여 설계되는 반면, 재밍을 위한 DRFM은 각종 레

이다 위협이 예상되는 넓은 대역폭을 커버해야 하므로, 
기본적으로 광대역 신호처리가 필요하다[2,3].

DRFM의 대역폭이 넓어짐에 따라, 레이다 펄스에 대

응할 때 CW(Continuous Wave) 형태의 간섭 신호가 유

입되는 상황에 대한 대응이 어려워졌다. 검출 임계값을 

제어하는 등의 제한적인 대응 방법 등이 존재했으나, 실
질적으로는 광대역 신호를 동시에 처리하는 DRFM 구
조에서 간섭 신호 유입 상황 하에서 특정 위협 펄스에 

대한 재밍 대응에는 어려움이 많았다.
이러한 단점을 극복하고자, 필터뱅크 구조를 이용하

여 광대역 수신 신호를 여러 개의 서브 채널로 분할하여 

신호 처리하는 채널화 DRFM 구조가 제안되었고, 이를 

통해 간섭 신호가 유입되더라도 같은 서브 채널이 아닌 

경우에는 제거가 가능하다[4].
그러나 채널화 DRFM은 인접 서브 채널 간 경계 주파

수 대역에 신호가 입력되면, 수신한 원 신호가 인접 대

역으로 Aliasing되어 미러 이미지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

다. 미러 이미지가 원 신호와 같이 저장되어 재밍신호를 

생성하면 스퓨리어스 성분이 발생한다. 이 때, 재밍신호

의 출력이 원 신호와 스퓨리어스 성분으로 분산되어 

JSR(Jamming to Signal Ratio, 재밍대신호비)이 낮아지

게 되고 재밍 효과가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한다.
본 논문에서는 채널화 DRFM에서 스퓨리어스 발생

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으로 주파수 Slice를 포함한 오버

샘플링된 채널화 DRFM 구조를 제안한다. 오버샘플링

된 채널화 DRFM 구조를 통해 미러 이미지 발생 시, 각 

채널 대역의 하프 밴드 바깥 영역으로 분리시키고 추가

적인 신호 처리 과정을 통해서 스퓨리어스를 제거할 수 

있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 본론에서 광대역 

DRFM, 채널화 DRFM, 오버샘플링된 채널화 DRFM의 

구성에 대해서 차례로 기술한 뒤, 3장 수치 시뮬레이션

에서 오버샘플링된 채널화 DRFM이 가지는 간섭 대응 

능력과, 채널 간 중첩 대역에 대한 스퓨리어스 발생 방

지 능력을 비교하는 시뮬레이션을 수행하고, 결과를 분

석한다. 4장 결론에서는 본 논문의 결과와 향후 연구 내

용에 대해서 서술한다.

Ⅱ. 본  론

2.1. 재밍 시스템 및 DRFM 개요

레이다 시스템에서는 표적의 위치를 찾기 위해서 펄스 

도플러 방식의 레이다가 많이 사용된다. 펄스 도플러 레

이다는 펄스 형태의 신호를 방사하고, 표적에 맞고 반사

되어 돌아온 신호를 이용하여 표적의 위치를 추정한다.
재밍 시스템에서는 DRFM을 이용하여 펄스 도플러 

레이다를 기만/교란한다. DRFM으로 적 레이다 신호를 

수신하여 저장한 뒤, 변조하여 재밍신호를 생성/방사하

여 적 레이다의 위치 추정을 방해한다. 이를 위해서 재

밍 시스템에서는 DRFM에서 레이다 펄스 신호가 존재

하는 구간을 검출하여 저장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다양

한 운용환경에 따라서 주변 간섭 신호에 영향을 받는다. 
특히, 간섭 신호가 있는 경우 DRFM에서 레이다 펄스 

신호 구간을 검출하는데 문제를 겪을 뿐 아니라, 대역 

내 목표로 하는 위협 레이다 신호 이외에 간섭 신호까지 

같이 저장된다. 그 결과, 저장된 신호로 재밍신호를 생

성하면 원 신호로 집중되어야 할 재밍신호의 출력전력

이 간섭신호로 분산되게 되어, 목표 레이다 신호에 대한 

재밍신호의 출력이 떨어지고, JSR이 하락하여 재밍효

과가 감소하는 결과를 초래한다[3].

2.2. 광대역 DRFM

광대역 DRFM은 각종 레이다 신호를 수신하기 위한 

광대역 수신 구조로 그림 1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ADC를 통해 변환된 수신 신호데이터를 통째로 DRFM
을 이용하여 저장하고, 재밍기법에 따라서 변조하여 재

밍신호를 생성하여 DAC를 통해 재밍신호를 출력한다. 
그림 2는 의 대역폭을 가지는 입력 신호에 대한 광대

역 DRFM의 신호 대역폭을 나타낸다. 광대역 DRFM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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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적으로 단순하여 신호 처리 과정에서 처리 지연 시

간이 적게 소요되고, 수신부터 재밍신호 송신까지 빠른 

동작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그림 3과 같이 

주변 신호 환경에 따라서 위협 레이다 신호 뿐 아니라 

간섭 신호가 대역 내에 함께 유입되는 경우, 위협 레이

다 펄스 신호 검출이 어려워진다. 위협 레이다 신호를 

검출하더라도 유입된 간섭신호와 같이 저장되기 때문

에, 재밍신호를 생성하더라도 재밍신호의 출력이 위협 

신호에 대한 재밍 출력과 간섭 신호에 대한 재밍으로 분

산되어 재밍 효과가 떨어지게 된다.

Fig. 1 Structure of Wide-band DRFM

Fig. 2 Frequency Division of Wide-band DRFM

Fig. 3 Issue of Wide-band DRFM with CW Interference 
Signal (Top:DRFM Input, Bottom:DRFM Output)

2.3. 채널화 DRFM

광대역 DRFM의 CW 간섭 문제를 해결하고자, 필터

뱅크를 이용한 채널화 DRFM 구조가 제안 되었다. 그림 

4는 채널화 DRFM의 구조를 나타낸 것으로, 광대역 수

신 신호를 분석 필터 뱅크(AFB, Analysis Filter Bank)를 

이용하여 여러 개의 서브 채널로 분할한다. 채널 별 신

호 데이터는 DRFM에 의해서 재밍기법이 적용되고, 채
널 별 DRFM 출력은 합성 필터 뱅크(SFB, Synthesis 
Filter Bank)에 의해서 다시 광대역 신호로 변환되어 최

종 출력된다 [4]. 

Fig. 4 Structure of M-Channel Channelized DRFM

분석필터뱅크는 그림 5와 같은 Poly-Phase 필터뱅크 

구조가 주로 사용되고 있다. Poly-Phase 필터뱅크는 필

터의 차수가 M인 FIR(Finite Impulse Response) 원 필터

(Prototype Filter)인 저역통과 필터 계수  이라 할 

때, 이를 이용하여 식(1)의 관계에 따라서 서브 채널 별 

부 필터(sub-filter) 계수 
를 생성한다. 채널 별 부 

필터의 출력 데이터에 M-Point DFT 과정을 통하여 식

(2)의 서브 채널 별 데이터를 구할 수 있다[5-7].

Fig. 5 Structure of AFB in M-Point DFT Poly-Phase 
Filterbank


    (1)


 





 
 (2)

합성필터뱅크(SFB)의 구조는 그림 6과 같다. 합성필

터뱅크는 서브 채널 별 데이터를 M-Point Up-Sampling 
(Interpolation & Low-Pass Filtering)을 수행한 뒤, 주파

수 상향 변환을 통해서 원래 대역으로 복원하고, 서브 

채널 출력 데이터를 합산하여 전체 출력을 생성한다[4].
그림 7은 의 대역폭을 가지는 I/Q 데이터 이 

AFB를 통하여 채널 별로 분할되는 것을 나타낸다. 주파

수 축에서 구분되어 독립적으로 신호처리가 가능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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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서브 채널 대역에만 포함되지 않으면 CW 형태의 

간섭 신호도 대응이 가능해진다.
그림 3의 광대역 DRFM과 달리, 그림 8과 같이 채널

화 구조에서는 전체 처리 대역 중 어느 한 채널에 간섭

신호가 유입 되는 경우에도 해당 채널을 OFF시켜서 간

섭 신호를 처리과정에서 제거 할 수 있게 되며, 목표 위

협 신호에 대한 재밍신호만 생성이 가능해진다.
채널화 DRFM 구조에서는 CW 간섭 신호 문제를 어

느 정도 해결했지만, 광대역 DRFM에는 없던 또 다른 

문제 발생한다. 그림 9와 같이 서브 채널 간 인접한 경계 

대역으로 신호가 수신 될 때, 인접 채널에 원 신호의 미

러 이미지가 발생하게 되고, 이로 인해 재밍신호에 원치 

않는 스퓨리어스 성분이 발생하게 된다.

Fig. 6 Structure of M-Channel SFB(Synthesis Filter 
Bank) in Direct Form

Fig. 7 Frequency Division of Channelized DRFM

Fig. 8 CW Interference Rejection Ability of Channelized 
DRFM (Top : DRFM Input, Bottom : DRFM Output)

2.4. 오버샘플링된 채널화 DRFM

오버샘플링된 채널화 DRFM 구조는 분석필터뱅크

를 오버샘플링 구조의 채널화 필터 구조를 사용함으로

써, 서브 채널 간 인접 경계 주파수에 신호가 입력 될 때, 
대역폭 증가로 인해 미러 이미지를 구분 가능하게 한다. 
그림 7과 같은 일반적인 채널화 DRFM의 분석필터뱅크

는 전체 대역폭을 서브 채널로 중첩 없이 분할하는 것에 

반해, 오버샘플링된 채널화 DRFM의 분석필터뱅크는 

전체 대역폭을 서브 채널로 분할하되, 각 서브 채널의 

대역폭을 더 넓혀서 서브 채널 간 일정 비율 중첩되도록 

구성한다[8]. 그림 10은 기존 Poly-Phase 필터뱅크를 이

용하여 채널 수 에 대해서,  샘플 지연된 신호에 

대한 분석필터뱅크 출력과 Mux 과정을 통해서 나타나

는 2-오버샘플링된 분석필터뱅크 구조를 나타낸다. 2-

오버샘플링된 채널 별 신호 데이터 
 는 식(3)과 

같다[7].


   

   


   

(3)

Fig. 9 Spurious signal issue of Channelized DRFM with 
Input of channel edge (Top:DRFM Input, Bottom:DRFM 
Output)

Fig. 10 Structure of M-Channel AFB in 2-Oversampled 
Poly-Phase Filterbank

오버샘플링된 채널화 DRFM 구조에서는 채널 경계 

대역으로 신호가 입력되는 경우에 미러 이미지가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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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더라도 각 서브 채널의 원 신호 구간에는 미러 이미지

가 발생하지 않고, 오버 샘플링에 의해 확장된 대역 내

에 발생하게 된다. 미러 이미지가 원 신호와 구분될 수 

있도록 대역이 나누어지면, 이후 채널 별 신호처리 과정

을 통해서 미러 이미지 제거가 가능하고, 최종적으로 스

퓨리어스 발생을 방지 할 수 있다.
그림 11은 2-오버샘플링된 채널화 DRFM 구조를 이

용하여 미러 이미지를 구분하고, 각 채널 별로 FFT, 주
파수 Slice, IFFT 과정을 통해서 미러 이미지를 제거하

는 구조를 나타낸다. 세부적으로는 그림 12와 같이 2-오

버샘플링된 채널 별 입력신호 
 가 식(4)-(6) 의 

FFT, Slice, IFFT 과정을 통해서 처리되는 것을 나타낸

다. 결과적으로 그림 13과 같이 2-오버 샘플링을 통해 

대역폭을 2배 확장하여 미러 이미지를 확장된 대역폭 

내에 발생하도록 구성하고, FFT, Slice, IFFT 과정을 통

해서 확장된 대역폭 내의 데이터를 잘라냄으로써 다시 

대역폭을 일반 채널화 DRFM과 동일하게 복원함과 동

시에 미러 이미지를 제거할 수 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채널 별 경계 대역으로 수신 신호가 입력될 때, 그림 9와 

같이 오버샘플링되지 않은 채널화 DRFM에서는 스퓨

리어스 발생을 막을 수 없지만, 오버샘플링된 채널화 

DRFM에서는 그림 14처럼 미러 이미지 제거를 통한 스

퓨리어스 발생 방지가 가능해진다.


   

  


≤  
 (4)


  

   


≤  
 (5)


  

  (6)

Fig. 11 Structure of M-Channel 2-Oversampled 
Channelized DRFM with Frequency Slice

Fig. 12 Process of Sub-Channel Frequency Slice

Fig. 13 Frequency Division of 2-Oversampled Channelized 
DRFM with Frequency Slice (Top : DRFM sub-channel 
Input, Bottom : DRFM sub-channel Output)

Fig. 14 Preventing Spurious signal ability of 2-oversampled 
DRFM (Top : DRFM Input, Bottom : DRFM Output)

Ⅲ. 수치 시뮬레이션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광대역DRFM, 채널화DRFM, 
그리고 오버샘플링된 채널화 DRFM의 3가지 구조에 따

른 CW 간섭 신호 제거 능력과, 채널화 DRFM에서 발생

하는 스퓨리어스 신호 발생 유무를 확인하기 위한 시뮬

레이션을 구성하였다. 시뮬레이션의 세부 파라미터는 

표1과 같다. 채널화 DRFM의 채널 별 주파수 분할 구조

는 그림 7과 같고, 파라미터는 표2와 같이 구성하였다.
시험의 기본적인 구성은 표1의 파라미터와 같이 설

정하였다. I/Q신호에 대해서 DC를 기준으로 -800 ~ 800 
MHz 사이의 1600 MHz의 대역폭을 가지도록 설정하였

다. 채널화 DRFM은 그림 4의 구성에서 각 서브 채널을 

16채널로 구성하여 일반 채널화 DRFM의 각 서브 채널

은 1600 MHz를 16개로 분할하여 -50 ~ 50 MHz 사이의 

100 MHz의 대역폭을 가지고, 2-오버샘플링된 채널화 

DRFM은 그림 11의 구성에서 -100 ~ 100 MHz 사이의 

200 MHz 대역폭을 가지고, 그 중 FFT, 주파수 Slice, 
IFFT를 거쳐서 -50 ~ 50 MHz 부분만 출력하도록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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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필터는 256 탭의 Low-Pass Filter를 구성하였고, 
필터 특성은 그림 15와 같다.

1번 째 시험은 위협 레이다 신호와 CW 간섭신호가 

동시에 서로 다른 서브 채널 대역으로 입력되는 상황 하

에서, 간섭신호를 제거하고 위협 신호에만 재밍신호를 

생성하는 지 테스트하도록 구성하였다. 테스트1의 입력 

신호는 표1에서와 같이 위협 신호를 20 MHz로, CW 간
섭 신호를 80 MHz로 설정하였고, 스펙트럼은 그림 16
과 같다.

Table. 1 Simulation Set-Up

Parameter Value

General

Sampling Type I/Q Sampling

Band Width 1600 MHz

Number of Sub-Channel 16

Number of Filter Tap 256

Number of FFT Point 256

Test1
Threat Frequency 20 MHz

CW Interference Frequency 80 MHz

Test2 Threat Frequency 40 MHz

Table. 2 Frequency Division of Channelized DRFM

Channel
Number

Frequency(MHz)

Lower Center Higher

1 -50 0 50

2 50 100 150

3 150 200 250

4 250 300 350

5 350 400 450

6 450 500 550

7 550 600 650

8 650 700 750

9 750 800(-800) -750

10 -750 -700 -650

11 -650 -600 -550

12 -550 -500 -450

13 -450 -400 -350

14 -350 -300 -250

15 -250 -200 -150

16 -150 -100 -50

첫 번째 시험 결과는 다음과 같다. 광대역 DRFM의 

경우 그림16과 같이 CW 간섭 신호가 제거 되지 않는 것

을 알 수 있다. 채널화 DRFM과 2-오버샘플링된 채널화 

DRFM의 경우, 그림 17과 그림 20에서 원신호가 입력된 

서브 채널 #1과 CW 간섭 신호가 입력된 서브 채널 #2에 

대해서 원 신호와 간섭 신호가 구분되었고, 그림 18과 

그림 21과 같이 간섭 신호가 입력된 서브 채널 #2의 출

력을 OFF 하도록 제어를 하면 위협 신호에 대한 재밍신

호만 발생되어 CW 간섭 제거가 가능함을 그림 19와 그

림 22에서 확인 할 수 있다.

Fig. 15 Low-Pass Filter Characteristic

Fig. 16 Test1 - DRFM Input(Left), Wide-Band DRFM 
Output(Right)

Fig. 17 Test1 - Sub-channel Input of Non-over sampled 
Channelized DRFM(Left:Ch#1, Right:Ch#2)

Fig. 18 Test1 - Sub-channel Output of Non-over 
sampled Channelized DRFM (Left:Ch#1, Right:C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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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9 Test1 - DRFM Output of Non-Oversampled 
Channelized DRFM

Fig. 20 Test1 - Sub-channel Input of 2-oversampled 
Channelized DRFM(Left:Ch#1, Right:Ch#2)

Fig. 21 Test1 - Sub-channel Output of 2-oversampled 
Channelized DRFM (Left:Ch#1, Right:Ch#2)

Fig. 22 Test1 - DRFM Output of 2-Oversampled 
Channelized DRFM

두 번째 시험은 위협 레이다 신호가 채널화 DRFM의 

서브 채널 간 경계 대역으로 입력 될 때, 스퓨리어스 생

성을 방지할 수 있는 지 테스트하도록 구성하였다. 테스

트2의 입력 신호는 표1에서와 같이 위협 신호를 40 
MHz로 설정하였고, 스펙트럼은 그림 23과 같다.

두 번째 시험 결과는, 광대역 DRFM의 경우 그림 23
과 같이 채널로 분할하지 않는 경우, 입력신호만 저장 

되었다가 재밍신호가 발생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채널화 

DRFM의 경우, 표2와 같이 40 MHz는 서브 채널 1번에 

해당하는 주파수지만, 1번과 2번의 경계대역에 해당하

기 때문에 그림 24처럼 채널 1번 뿐 아니라, 채널 2번에

도 Aliasing에 의해서 미러 이미지가 생겨난 것을 알 수 

있다. 이 경우 그림 25와 같이 DRFM의 최종 출력에서

는 위협 신호인 40 MHz 뿐 아니라, 스퓨리어스로 140 
MHz에도 재밍신호가 발생된다. 하지만, 2-오버샘플링

된 채널화 DRFM에서는 채널 경계 대역의 입력에 의해

서 그림 26과 같이 서브 채널 1,2 모두 신호가 발생하더

라도 채널 2의 미러 이미지는 채널 2대역의 신호 구간

(-50 MHz ~ 50 MHz)이 아닌 오버 샘플링에 의해 확장

된 주파수 구간 (-100 ~ -50 MHz, 50 ~ 100 MHz)에서 

발생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로 인해 발생한 Mirror 
Image는 그림 11의 구조에서 FFT, 주파수 Slice, IFFT 
과정을 통해서 그림 27과 같이 나타나고, 채널 2번에서

의 미러 이미지가 제거된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2-오버

샘플링된 채널화 DRFM의 최종 출력도 그림 28과 같이 

원 신호인 40 MHz에만 생성됨을 알 수 있다. 광대역 

DRFM과 일반 채널화DRFM, 2-오버샘플링된 채널화

DRFM의 각각의 기능을 비교하면 표 3과 같다. 광대역

DRFM은 대역폭 내 신호를 동시에 처리하기 때문에 

CW에 대한 대응이 어렵고, 일반 채널화DRFM은 서브 

채널 간 필터의 특성에 따라서 채널 엣지 주파수에서 스

퓨리어스 신호가 발생한다. 2-오버샘플링된 채널화

DRFM은 채널화DRFM이 가지는 CW제거 기능과 스퓨

리어스 신호 발생도 방지가 가능함을 알 수 있다.

Fig. 23 Test2 - Input of DRFM(Left), Output of 
Wide-band DRFM(Right)

Fig. 24 Test2 - Sub-channel Input of Non-oversampled 
Channelized DRFM (Left:Ch#1, Right:C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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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5 Test2 - DRFM Output of Non-Oversampled 
Channelized DRFM

Fig. 26 Test2 - Sub-channel Input of 2-oversampled 
Channelized DRFM(Left:Ch#1, Right:Ch#2)

Fig. 27 Test2 - Sub-channel Output of 2-oversampled 
Channelized DRFM (Left:Ch#1, Right:Ch#2)

Fig. 28 Test2 - DRFM Output of 2-Oversampled 
Channelized DRFM

Table. 3 Comparison of different DRFM

Parameter Wide-band
DRFM

Normal
Channelized

DRFM

2-Oversampled 
Channelized

DRFM

Removal CW X O O

Preventing 
Spurious Signal O X O

Ⅳ. 결  론

재밍 시스템에서 주로 사용되는 광대역 DRFM에서 

나타나는 CW 간섭 신호 유입 문제와 채널화 DRFM이 

가지는 스퓨리어스 발생의 문제점을 확인하였고, 제안

하는 오버샘플링된 채널화 DRFM 구조를 통해서 미러 

이미지를 제거하여 스퓨리어스 발생 방지가 가능함을 

보였다.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2-오버샘플링된 채널화 DRFM

과 주파수 Slice 과정을 통해 미러 이미지를 제거함으로

써, 기존 광대역 DRFM이 가지는 CW 간섭 신호 대응 

뿐 아니라, 채널화 DRFM에서 서브 채널 경계 대역 주

파수의 입력 신호에서 미러 이미지 발생에 따른 스퓨리

어스 발생도 방지가 가능함을 확인하였다.
채널화 DRFM은 기존 광대역 DRFM에 비해 필터뱅

크 구조가 추가되고, 오버샘플링된 채널화 DRFM의 경

우 미러 이미지를 제거하기 위한 주파수 Slice 과정이 추

가로 소요되어, 처리 지연발생이 불가피하다. 빠른 재밍

신호 생성이 요구되는 시스템에는 오버샘플링된 채널

화 DRFM의 적용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나, 재밍기법의 

종류에 따라서 시간 지연이 필요한 재밍기법에는 제한

적으로 적용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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