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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에서는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리미터  역에서 사용되는 giga-bit modem을 한 ASK 시스

템의 성능 개선을 제안한다. 본 연구에서 용할 인공지능 알고리즘은 퍼지 논리 시스템이다. 제안한 퍼지 논리 시

스템의 입력은 수신단의 counter에서 발생하는 remainder와 remainder의 분합을 이용하고, 출력은 LPF의 

bandwidth이다. 본 연구의 유용성을 해 제안한 방식과 bandwidth가 고정된 방식에 해 BER 성능을 확인하는 시

뮬 이션을 수행한다. 시뮬 이션을 통해 제안한 방식과 bandwidth가 고정된 방식의 성능을 비교 검토한다.

ABSTRACT

In this study, we proposed an intelligent algorithm for the performance improvement of ASK system for giga-bit modem in millimeter 

band. The proposed intelligent algorithm is a fuzzy logic system. The inputs to the fuzzy logic system are the remainder and integral of 

remainder that occurred counter of receiver, and the output is bandwidth of LPF. In order to verify the effectiveness of the proposed method, 

simulation is performed to the proposed system and the fixed bandwidth system, and is confirmed to the BER perform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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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리미터 (millimeter-wave)는 일반 으로 30～300 

GHz의 주 수 역으로 재 사용되고 있는 무선 주

수 와 외선의 간 역에 있는 리미터 단 의 

장을 갖는 이다. 리미터  역은 통 으로 군

사용 주 수로 할당되었다. 

를 들면 12∼45GHz 역은 군사용 성통신에 

사용되었고, 3∼95GHz 역은 차량 탑재 군사용 이

더 자  무기, 미사일 추 장치 등에 사용되어 왔다. 

최근에는 기지국과 가입자 간의 통신로를 무선화하는 

BWLL(Broad band Wireless Local Loop)과 고속 무선 

LAN  차량 충돌 방지 시스템 등 민간부문의 응용기

술이 차 보 되고 있다.

리미터 를 통신에 사용하면 장이 짧아 안테나 

 기기의 소형 경량화가 가능하다. 그리고 역폭을 넓

게 사용할 수 있어 정보량을 량으로 송할 수 있으며, 

마이크로 의 통신량을 훨씬 상회하는 고속 다 통

신이 가능하고, 직진성이 크기 때문에 근거리 통신에 

합하며, 주 수 재사용율이 높다. 그러나 리미터 는 

기환경이나, 지리  치, 비나 과 같은 기후, 지형, 

계  등이 향을 많이 받아 감쇄가 심하게 나타난다. 

한 회 성이 작기 때문에 장거리 통신에는 다소 부 합

한 단 이 있다.[1～2]

리미터  보다 낮은 주 수 역에서는 기존의 

자회로 기술을 바탕으로 활용이 이루어졌고, 리미터

 보다 높은 주 수 역에서는 학 기술을 기반으로 

하여 시스템의 설계가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리미터

의 경우는 컨트롤 방식이 여의치 않아 한 활용방

식이 없어 주 수 활용도가 미미했다.

리미터  역에서 giga-bit modem을 한 통신시

스템은 ASK(Amplitude Shift Keying), BPM, 4-QAM 등이 

있으며, 각 시스템의 성능개선을 한 연구가 활발히 진

행되고 있다.[3]

ASK 시스템은 NRZ(non-return-to-zero) 방식으로 인

코딩된 신호와 반송  신호를 이용하여 ASK 변조된 

신호를 만들어 내는 시스템이다. ASK 시스템의 특징

은 간 주 수 IF(Intermediate Frequency) 변환이 없는 

동기변조(coherent modulation) 시스템으로 간단하고 

잡음에 강하며 은 비용으로 구축할 수 있는 장 이 

있다.

ASK 시스템에서 송신단은 viterbi encoder, ISI(Inter 

Symbol Interference)를 최소화할 수 있는 pulse shaping을 

한 고속의 shutter와 mixer 등으로 구성되고, 수신단은 

다수의 LPF(Low Pass Filter), SNR(Signal-to-Noise Ratio) 

개선과 rectangular pulse train을 만들기 한 repeater, 

counter, viterbi decoder 등으로 구성된다. repeater는 4개

의 converter로 이루어져 있으며, converter는 LPF와 

limiter로 구성된다.

ASK 시스템의 가장 큰 특징은 여러 개의 LPF를 사용

하고 있다는 이다. 따라서 bandwidth가 ASK 시스템의 

성능에 큰 향을 미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리미터  역에서의 giga-bit modem을 한 ASK 시

스템의 성능개선을 제안한다. 제안한 방식은 퍼지 논

리 시스템을 이용하여  ASK 시스템의 수신단에 있는 

LPF의 bandwidth를 자동으로 조 하여 성능을 개선

한다. 

제안한 퍼지 논리 시스템의 입력은 수신단의 counter

에서 나오는 remainder와 remainder의 분합이며 출력

은 bandwidth이다.

제안한 방식의 유용성을 확인하기 해 제안한 방식

과 bandwidth가 고정된 방식에 해 시뮬 이션을 수행

한다. 시뮬 이션은 두 가지 방식에 해 BER(Bit Error 

Rate) 성능을 비교 검토한다.

Ⅱ. 일반 인 ASK 시스템

그림 1은 리미터  역에서 사용되는 giga-bit 

modem을 한 간단한 형태의 ASK 시스템 블록선도를 

나타낸 것이다.

그림 1 (a)의 송신단에서 RCS(Raised Cosine Signal 

generator)는 raised cosine 신호를 발생하고, 이 신호의 

side lobe를 제거하기 해 switching window 기능을 실행

하는 고속의 shutter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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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그림 1. 일반 인 ASK 시스템의 블록선도
(a) 송신단 (b) 수신단

Fig. 1 The block diagram of general ASK system
(a) The transmitter (b) The receiver

shutter는 상수 포락선을 생성하는 역할을 하며 shutter

의 출력은 식 (1)과 같다.




















sin 

   

    

    (1)

여기서 
는 심벌 주기를 한 이득이고, 는 

roll-off factor, 
는 심벌 주기, 그리고 은 심벌의 상태

이다.

그림 1 (b)의 수신단은 여러 개의 converter로 구성된 

repeater를 사용하고, 간주 수 IF 변환을 하지 않는다. 

수신단에서 사용되고 있는 각각의 converter는 LPF와 

limiter로 구성되어 있다. 

converter의 설계는 LPF의 bandwidth와 limiter의 

stiffness에 의해 결정되어진다. converer는 정교한 라

미터의 조정을 필요로 하지는 않는다. 식 (2)는 converter 

출력을 나타낸다.

   
                (2)

여기서 

는 converter의 출력이고, 은 limiter

의 변환함수, 
는 limiter의 입력이다. conveter의 

블록선도는 그림 2와 같다.

그림 2. converter의 블록선도
Fig. 2 The block diagram of a converter

repeater는 SNR를 향상시킬 수 있고, rectangular pulse 

train을 만들  수 있다.

Ⅲ. 제안한 방식

본 연구에서는 리미터  역에서 사용되는 giga- 

bit modem을 한 ASK 시스템의 성능개선을 해 퍼지 

논리 시스템을 이용하여 수신단의 LPF의 bandwidth를 

자동 조 하는 시스템을 제안한다. 제안한 시스템의 블

록선도는 그림 3과 같다.

그림 3. 제안한 시스템의 블록선도
Fig. 3 The block diagram of proposed system

수신단에 있는 counter의 출력은 pattern sequence에 많

은 향을 받는다. 따라서 ASK 시스템의 성능개선을 

해서는 LPF의 bandwidth를 늘리거나 이는 조 이 필

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퍼지 논리 시스템을 이용하여 LPF의 

bandwidth를 자동 조 하여 ASK 시스템의 성능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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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퍼지 논리 시스템의 입력은 

remainder와 remainder의 분합이며 출력은 LPF의 

bandwidth이다.

퍼지 논리 시스템의 membership function과 퍼지 rule 

base를 만들기 해 bandwidth의 변화에 따른 remainder

와 remainder의 분합에 해 시뮬 이션 수행했으며 

그 결과는 그림 4와 같다.

(a)

(b)

(c)

그림 4. bandwidth 변화에 한 시뮬 이션 결과
(a) 역 (b) 최 역 (c) 역

Fig. 4 The simulation results for bandwidth control
(a) Narrow bandwidth (b) Optimal bandwidth

(c) Broad bandwidth

그림 4에서 remainder가 매우 큰 양수값이나 음수값일 

때, remainder의 분합이 크게 요동치는 것을 알 수가 있

다. 이러한 상황에서 bandwidth를 조 하기 해 퍼지 논

리 시스템을 용한다. 

그림 5는 퍼지 시스템의 입력에 한, 그리고 그림 6

은 퍼지 시스템의 출력에 한 membership function를 보

여주고 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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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그림 5. 퍼지 입력에 한 membership function
(a) remainder (b) remainder의 분합

Fig. 5 The membership function of fuzzy input.
(a) Remainder (b) Integral of remainder

 

 

그림 6. 퍼지 출력에 한 membership function
Fig. 6 The membership function of fuzzy output.

표 1은 시뮬 이션 결과를 이용한 퍼지 입출력 계

에 한 퍼지 rule base이다.

표 1. 퍼지 rule base
Table. 1 Fuzzy rule base

IR

R
NB NS Z PS PB

N PB PM PS Z NS

Z PM PS Z NS NM

P PS Z NS NM NB

여기서 R은 remainder이고 IR은 remainder의 분합

을 나타낸다. 표 1에 보듯이 퍼지 rule base는 15개의 rule

이 있다.

rule base를 통한 퍼지 추론은 max-min 추론법을 이용

한다. 그리고 출력에 한 비퍼지화는 무게 심법을 이

용한다.[4]

Ⅳ. 시뮬 이션

제안한 시스템의 유용성을 확인하기 하여 

MATLAB을 이용하여 시뮬 이션을 수행하 다. 시뮬

이션은 제안한 방식과 bandwidth가 고정된 방식에 

해 BER의 성능을 비교 검토하 다.

시뮬 이션을 해 캐리어 주 수는 60GHz로 하

고, 메시지 데이터는 1Gbps로 하 다. SNR을 개선하

기 해 리미터의 각을 임의로 변화시켰다. viterbi 알

고리즘의 라미터는 제한 길이는 7, 코딩율은 0.5로 

하 다. 그리고 생성다항식은 8진수로 171, 133을 주었

다.[5]

그림 7은 제안한 방식과 bandwidth가 고정된 방식에 

해 BER 성능을 나타내는 시뮬 이션 결과이다.

그림 7. BER 성능의 시뮬 이션 결과
Fig. 7 The simulation results of BER performance

그림 7에서 제안한 방식이 bandwidth가 고정된 방식

보다 BER이 10-3일 때 SNR이 약 8dB 개선됨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8은 viterbi 알고리즘을 사용했을 경우, repeater 

앞뒤의 신호에 한 평균 BER을 나타내고 있다. 그림 

8에서 BER이 10
-3
일 때 shutter가 없는 경우, repeater가 

없는 경우, repeater가 있는 경우의 SNR이 각각 31dB, 

30dB, 22dB로 나왔다. 그림 7과 8을 통해 제안한 방식

이 bandwidth가 고정된 방식보다 더 우수함을 알 수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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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repeater에 한 평균 BER
Fig. 8 The average BER for the repeater

Ⅴ.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인공지능 알고리즘인 퍼지 논리 시스

템을 이용하여 리미터  역에서의 giga-bit modem

을 한 ASK 시스템의 성능개선을 제안하 다. 제안한 

방식은 퍼지 논리 시스템을 이용하여  ASK 시스템의 수

신단에 있는 LPF의 bandwidth를 자동으로 조 하여 성

능을 개선하는 것이다. 제안한 퍼지 논리 시스템의 입력

은 수신단의 counter에서 나오는 remainder와 remainder

의 분합을 사용하 고 출력은 LBP의 bandwidth 다. 

제안한 방식의 유용성을 확인하기 해 bandwidth가 고

정된 방식과 BER 성능을 비교하는 시뮬 이션을 수행

하 다. 시뮬 이션 결과 제안한 방식이 bandwidth가 고

정된 방식보다 BER이 10
-3
일 때 SNR이 약 8dB 개선됨을 

알 수가 있었다. 한 BER이 10-3일 때 shutter가 없는 경

우, repeater가 없는 경우, repeater가 있는 경우의 SNR이 

각각 31dB, 30dB, 22dB가 됨을 알 수가 있었다. 이를 통

해 제안한 방식이 bandwidth가 고정된 방식보다 성능이 

우수함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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