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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BPSK 변조 방식과 50 kbps 저속 데이터 전송모드를 사용하는 원격제어 장치의 위상잡음 스펙트럼 

분포를 설계하고 제시하였다. FSK 전송 방식보다 전송 성능이 우수한 BPSK 방식을 적용할 경우, 위상잡음에 의한 

열화가 발생한다. 위상잡음에 의한 열화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요구 위상잡음을 갖는 채널 환경에서 신호를 전송하

는 것이 중요하다. 요구 위상잡음 환경에 적합한 채널 환경 및 단말 장치 구현을 위하여 요구 성능을 만족하는 위상잡

음 스펙트럼 분포를 설계한다. 위상잡음  설계 파라미터인 감쇠 정수와 잡음 대역폭에 대한 위상잡음 영향도를 해석

하고 위상잡음 스펙트럼 분포 설계 파라미터로 적용하였다. IESS-308 위상잡음 특성을 기준으로 위상잡음 영향을 

분석하고, 원격제어 장치에 적합한 위상잡음 스펙트럼 분포도와 설계 방법을 제시하였다.

ABSTRACT

The phase noise spectrum distribution for remote controller using the BPSK mode and low data rate of 50 kbps was 
designed and proposed in this paper. In case of applying the BPSK that transmission performance is superior to FSK 
method, the performance degradations due to phase noise are generated. To minimize the phase noise effect, it is 
important to dispatch the digital signal in channel environment with required phase noise characteristics. To provide 
the terminal design technique and the proper channel environment with required phase noise characteristics, the phase 
noise spectrum distribution was designed for required phase noise characteristics. By analyzing the  phase noise effects 
for damping factor and noise bandwidth of the carrier recovery circuit, the phase noise spectrum design that consider 
the damping factor and noise bandwidth was performed. Based on the IESS-308 standards, also, the phase noise effects 
was analyzed. The phase noise spectrum design techniques and phase noise spectrum that is suitable to remote 
controller were proposed.

키워드 : 위상잡음, BPSK 모드 위상잡음, 원격제어장치, 위상잡음 스펙트럼 분포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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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원격 단말장치를 조정하고 모니터링 하는 원격 제어

는 ISM 대역 무선 신호를 사용하여 디지털 신호를 전송

한다. 디지털 전송 신호는 일반적으로 FSK 변조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1]. FSK 변조 방식은 저속 데이터 전송 

및 간단한 통신 구조로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무선 신

호 전송 이외에도 유선상으로 전송되는 디지털 신호에

도 적용되고 있다[2]. FSK 변조 방식은 진폭편이(ASK) 
방식에 비해 전송 성능은 우수하나, 위상편이(PSK) 방
식 보다는 낮은 전송 성능을 갖는다. 따라서 FSK 변조 

방식보다는 PSK 변조 방식을 사용하여 원격 제어 및 모

니터링 신호의 우수한 전송 성능을 실현할 필요가 있다.
PSK 변조는 위상편이 방식으로 채널(송수신)상에서 

발생되는 위상잡음에 의해 성능이 열화된다[3, 4]. 위상

잡음은 진폭과 위상이 임의로(random) 변하는 특성을 

가지므로 위상잡음의 열화 요소를 제거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위상잡음 발생을 최소화 하거나 위상잡음에 대

한 열화를 최소화할 수 있는 수신기 설계, 그리고 위상

잡음에 대한 열화 요소를 고려하여 허용할 수 있는 열

화 성능에서 단말장치가 동작되도록 위상잡음 스펙트

럼 분포를 제시하여 채널 특성이 구현되도록 하는 설계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5-7]. 위상잡음 스펙트럼 분포 설

계에는 적절한 위상잡음 분포 특성 설계가 필요하다. 
즉, 위상잡음 특성이 낮으면 전송되는 신호의 복원이 

어렵게 되며, 너무 높은 위상잡음 분포 특성은 위상잡

음을 갖는 단말 회로가 복잡하고 고가의 회로 구현이 

요구된다.
본 논문에서는 저속 데이터 전송과 FSK 변조 방식을 

주로 사용하는 원격제어 장치의 신호 전송에 PSK 전송 

방식을 적용할 경우, 위상잡음에 대한 성능 열화와 위

상잡음에 대한 요구 성능을 제공하는 위상잡음 스펙트

럼 분포 특성을 설계하여 제시한다. 통신 구조가 간단

하고 전송 성능이 우수한 BPSK 변조 모드를 적용하며, 
저속 데이터 전송시 위상잡음에 대한 열화 특성이 지배

적으로 나타나므로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수신 반송파 

회로의 파라미터별 위상잡음 영향을 분석하여 위상잡

음 스펙트럼 분포 설계 파라미터로 적용한다. 수신 반

송파 회로의 파라미터별 위상잡음 영향을 분석에는 디

지털 통신 방식에 적용되는 IESS-308 위상잡음 특성을 

적용한다[8].

Ⅱ. 원격제어단말의 BPSK모드 위상잡음

2.1. BPSK 변조방식의 위상잡음 해석 

BPSK 전송모드를 적용한 원격제어 단말의 위상잡

음에 의한 영향과 수신 반송파의 파라미터별 위상잡음 

영향도를 해석한다. 원격제어 단말은 BPSK 변조 방식

과 50 kbps의 저속 데이터 전송, 그리고 전송 신호의 신

호대 잡음비 9.58 dB에서 10-5 BER 성능을 적용한다.
BPSK 변조 신호에 대한 위상잡음 조건 오율 함수는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9].

  

  cos                (1)

여기서, 는 비트당 에너지대 잡음비()이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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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위상잡음에 의한 영향은 식 (1)의 조건 오율 식을 이

용하여 위상잡음 분포 함수에 대한 평균 오율 식으로 

구할 수 있다.

 




                      (2)

 
여기서, 위상에러 확률 분포 함수는 Gaussian 함수를 

적용한다.

   









                   (3)

식 (2)에 의한 BPSK 변조 신호의 위상잡음에 대한 

성능은 그림 1과 같다.
위상잡음의 신호대 잡음비가 20  dB 이상일 경우, 위

상잡음에 의한 영향은 무시할 정도로 낮은 열화 특성을 

보여주고 있으나, 위상잡음이 증가할 경우 전송 신호의 

신호대 잡음비가 증강하여도 수신 신호를 복원할 수 없

는 경우가 발생한다. 즉, 위상잡음의 신호대 잡음비가 

15 dB 보다 낮을 경우, 위상잡음에 의한 열화가 증가하

기 시작하며 10 dB 일 경우,  전송 신호의 전력을 증가

하여도 10-5 BER 오율 특성을 만족하기가 어렵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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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는 식 (2)를 이용하여 산출한 위상잡음 환경에

서 복원된 반송파 신호의 신호대 잡음비에 의한 전송 

신호의 열화  성능(degradation)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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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위상잡음에 의한 BPSK 변조 신호의 성능

Fig. 1 Performance due to phase noise for BPSK sig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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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위상잡음의 신호대 잡음비에 의한 BPSK 변조 신호의 

성능 열화

Fig. 2 Performance degradation due to phase noise signal- 
to-noise ratio for BPSK signal

그림 2에서 위상잡음에 의한 열화 성능이 0.1 dB 일 

경우, 복원 반송파 신호의 신호대 잡음비는 약 17.4  dB 
이상 이어야 함을 보여준다. 표 1은 표 2에서 BER 10-4, 
10-5, 그리고 10-6에 대한 열화도(0.1, 0.2, 0.3 dB)에 반

송파 복원 신호의 요구 신호대 잡음비를 요약한 것이다.

표 1. BPSK 변조 신호의 열화도에 따른 요구 위상잡음 신호

대 잡음비

Table. 1 Required signal-to-noise ratio according to BER 
degradation for BPSK signal

BER 열화 도 (dB) 요구 신호대 잡음비 (dB)

10-4

0.1 17.2

0.2 14.6

0.3 13.4

10-5

0.1 17.2

0.2 15.0

0.3 13.9

10-6

0.1 17.4

0.2 15.4

0.3 14.3

본 논문에서는 10-5 BER에서 0.2 dB  열화도를 갖는 

요구 위상잡음 신호대 잡음비를 설계 목표로 한다.

2.2. 수신 반송파 회로의 파라미터별 위상잡음 해석

위상잡음은 수신 반송파 복원회로 파라미터에 따

라 영향도가 다르게 나타나므로 수신 반송파 회로의  

잡음 대역폭과 위상동기회로의 감쇠 정수(damping 
parameter)에 대한 영향도를 해석한다. 여기서 위상잡

음 특성은 디지털 통신 방식에 적용되는 IESS-308 규격

을 적용한다. 그림 3은 IESS-308규격의 위상잡음 스펙

트럼 분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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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IESS-308 위상잡음 스펙트럴 분포 규격

Fig. 3 Phase noise spectral density of IESS-308 stand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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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수신 반송파 복원 회로는 감쇠 정수()와 잡

음 대역폭()을 갖는 고 이득 2차 루프 회로를 적용한

다[10].

  
 

   


  


 
 


                      (4)

수신 반송파 복원 회로에서는 배경 잡음과 위상 잡음

에 의한 영향이 나타나므로 다음과 같이 배경 잡음 분

산과 위상 잡음 분산으로 표현할 수 있다[11].


  

  
             (5)

배경 잡음은 수신 반송파 복원 회로의 잡음 대역폭내

의 저역 성분이 위상 에러()로 작용하며, 입력 신

호의 위상 잡음은 대역폭 바깥의 고역 성분이 위상 에

러()로 나타난다. 그림 4(a)는 식 (4)의 전달함

수의 감쇠 정수가 1이고 잡음 대역폭인 1 kHz인 반송파 

복원회로의 전달 함수이며, 그림 4(b)는 그림 2의 위상

잡음이 반송파 복원 회로에서 반송파 복원 회로의 전달 

함수에 의해 고역 통과된 위상 에러 성분을 보여준다.

표 2. 복원 반송파 회로의 감쇠 정수와 잡음 대역폭에 대한 위

상잡음과 배경잡음에 의한 위상 에러

Table. 2 Phase error due to phase noise and AWGN 
according to damping factor and noise bandwidth of 
carrier recovery circuit

    위상 에러의 신호대 잡음비 (dB)
감쇠 
정수  

위상 
에러

잡음 대역폭 (Hz)
50 500 1000 5000

0.707


 29.60 19.60 16.59 9.60


 21.67 28.87 29.38 30.98


 21.02 19.11 16.37 9.56

1.0


 29.60 19.60 16.59 9.60


 22.63 29.03 29.70 31.37


 21.83 19.13 16.38 9.57

1.2


 29.60 19.60 16.59 9.60


 23.01 29.09 29.80 31.52


 22.14 19.14 16.39 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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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반송파 복원회로의 (a) 전달 함수 및 (b) 위상 에러 (=1.0, 
= 1 kHz)
Fig. 4 (a) transfer function of carrier recovery circuit and 
(b) phase error in carrier recovery circuit

표 2는 식 (5)를 적용하여 그림 2와 같은 위상잡음과  

9.58 dB의 신호대 잡음 환경에서 BPSK 전송모드와 50 
kbps의 데이터 전송을 갖는 원격제어 장치의 위상 에러

를 산출하여 나타내었다. 표 1로부터 0.2 dB 열화도와 

10-5 BER 성능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요구 신호대 잡음

비가 15.0 dB이므로 반송파 복원 회로의 잡음 대역폭은 

1 kHz 이하의 대역폭으로 구현되어야 함을 표 2에서 보

여주고 있다. 표 2는 보다 높은 위상 에러 신호대 잡음

비를 갖기 위해서는 적은 반송파 복원 회로의 잡음 대

역폭과 높은 감쇠 정수를 가져야 한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잡음 대역폭이 작을 경우, 반송파 신호의 획득 시

간이 지연되어 수신 신호의 복원이 지연될 수 있으므로 

위상잡음에 의한 영향과 반송파 신호의 획득 시간과의 

절충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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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위상잡음 스펙트럼 분포 설계

본장에서는 2장의 요구 위상잡음 신호대 잡음비와 

반송파 신호의 잡음대역폭과 감쇠 정수에 대한 영향도

를 고려하여 BPSK 전송모드를 갖는 원격제어 장치의 

위상잡음 스펙트럼 분포를 설계한다.
반송파 복원 회로에서의 전송 신호의 신호대 잡음비

로부터 배경잡음 분산(
 )을 구하여 요구 위상잡

음 신호대 잡음비의 분산값( 
 )으로부터 설계 위

상잡음 분산값을 도출한다.


  

 




                  (6)

식 (6)을 신호대 잡음비로 표시하면,


  

  
     (7)

여기서,     이다. 

 
식 (6)으로부터 도출된 위상잡음 분산값을 공진기를 

갖는 발진기의 위상잡음 발생 모델과 식 (4)의 전달 함

수를 적용하여 위상잡음 분포 성분(  )들
의 계수를 산출하여 위상잡음 성분의 스펙트럼 분포를 

설계한다[11].


  












   











   

(8)

그림 5는 위상잡음 스펙트럼 분포 설계 식과 감쇠 정

수 1.0, 그리고  1  kHz 잡음 대역폭을 적용한 원격제어 

장치의 송신부(또는 수신부)의 위상잡음 스펙트럼 분포

도이다.
그림 3의 IESS-308 규격의 위상잡음 스펙트럼 분포

와 비교할 경우, 다소 높은 (~18 dB) 위상잡음 특성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BPSK 전송모드에서 50 kbps의 

저속 데이터를 위상잡음에 의한 낮은 열화 특성(0.2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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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설계된 원격제어 장치를 위한 위상잡음 스펙트럼 분포 

(감쇠 정수=1.0, 잡음 대역폭 1.0 kHz)
Fig. 5 Designed phase noise spectrum distribution for 
remote controller(damping factor=1.0, noise bandwidth= 
1.0 kHz)

으로 전송할 수 있다. 요구 위상잡음 특성보다 높은 회

로 구현은 복잡하거나 고가의 회로 구성이 되어야 하므

로 전송 데이터 특성에 적합한 위상잡음을 갖는 회로 

설계가 적합하다.

Ⅳ. 결 론

본 논문에서는 BPSK 전송모드와 50 kbps 저속 데이

터를 갖는 원격제어 장치를 위한 위상잡음 스펙트럼 

분포를 설계하고 제시하였다. 위상잡음은 디지털 변조 

신호의 전송 성능 열화 요인으로 작용하며, 위상잡음

에 의한 성능 열화를 보정할 방법이 어렵다. 따라서 전

송 방식에 적합한 요구 위상잡음 스펙트럼 분포를 기

준으로 회로를 설계하고 구현하는 방법이 최적의 방식

이다. 본 논문에서는 BPSK 전송모드에서의 위상잡음

을 해석하고, IESS-308 규격을 기준으로 위상잡음 스

펙트럼 설계를 위한 감쇠 정수 및 잡음 대역폭에 대한 

위상잡음 영향도를 해석하여 설계 파라미터로 적용하

였다.  요구하는 전송 방식에 적합한 위상잡음 스펙트

럼 분포 제시로 위상잡음 환경에 적합한 전송 성능을 

갖는 원격제어 장치의 구현과 운용이 가능하며, 다른 

전송 방식에 대한 위상잡음 스펙트럼 분포 설계에 적

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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