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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차세대 위성통신 규격인 DVB-RCS2 기반 VSAT 단말 시스템의 송수신부 위상잡음 스펙트럼 분포 

특성을 분석한다. VSAT 순방향 링크는 DVB-S2 ACM 기반 APSK 고차 전송모드를 사용하며, 역방향 링크는 

DVB-RCS2 기반 PSK 및 QAM 계열의 고차 전송 모드를 사용한다. 고차 전송 모드를 사용함에 따라 위상잡음에 의

한 영향이  나타나며, 위성전송시스템 신호발생부의 위상잡음 특성에 따라 전송 성능의 열화가 지배적으로 나타난

다. 위성전송 환경에 따라 가변적으로 전송 데이터 율와 전송 모드를 가변하는 전송방식을 고려하여 요구 위상잡음 

특성을 분석하고 차세대 VSAT 전송 파라미터를 수용하는 전송시스템  신호발생부의 위상잡음 특성을 제시한다.

ABSTRACT

Phase noise spectrum distributions of signal generators for next-generation VSAT satellite system based on 
DVB-RCS2 were analyzed in this paper. The forward link of VSAT system utilizes the APSK higher-order modulation 
methods based on the DVB-S2 ACM, the modulation methods of the return link utilizes the higher-order PSK and 
QAM based on the DVB-RCS2. In digital satellite system using the higher-order modulation techniques, the phase 
noise  have an effect on transmission performance, the transmission performance is dominantly degraded by the phase 
noise of signal generators in the transmission system. The phase noise spectrum distribution of signal generators are 
analyzed by considering the ACM conditions that adopts the modulation techniques and data rates due to satellite 
transmission environment. The proper phase noise spectrum distribution for next-generation VSAT system based on 
DVB-RCS2 are proposed from the analyzed phase noise spectrum character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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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차세대 VSAT(Very Small Aperture Terminal) 위성

통신시스템은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 감시 및 경계 서

비스, 재난 대응용 긴급 통신 서비스 등 다양한 위성통

신서비스를 제공하는 1.2 m 안테나급을 갖는 단말국 

시스템이다. 차세대 VSAT 단말국은 순방향 링크 및 역

방향 링크의 양방향 위성 링크로 중심국에 접속된다. 

VSAT 위성통신 시스템의 순방향 링크는 DVB-S2를 적

용하여 최대 80 Msps 데이터 전송율 데이터를  전송하

며, 역방향 링크는 DVB-RCS2를 적용하여 최대 8 Msps 

전송율을 갖는 양방향 ACM 기능을 지원한다[1,2]. 

제한된 대역폭내에 고용량의 데이터를 전송하기 위

해서는 고차모드 전송 방법을 적용하며, 위성통신 환경

에 따라 전송 데이터와 변조 방식을 가변하는 적응형 

방식을 사용한다. 이러한 고차 전송 모드 및 고속 데이

터 전송에서는 위성 전송 채널의 채널 특성에 따라 열

화 특성이 나타난다. 위상잡음에 대한 연구는 주로 위

상잡음 발생과 전송방식에 대한 열화 특성 분석, 그리

고 위상잡음 영향을 최적화하기 위한 시스템 설계에 대

해서 이루어지고 있다[3,4]. 그러나, 위상잡음에 의한 

전송 품질 저하 및 열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위성통신시

스템의 신호발생부에서 발생되는 위상잡음 특성을 규

정하여 시스템 설계가 가능하고, 구현된 전송시스템을 

통하여 요구 품질을 갖는 위성통신서비스를 실현할 필

요성이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차세대 VSAT 위성통신시스

템의 위성잡음 특성을 분석하고 고차모드 전송이 갖는 

양방향 ACM 전송방식에 적합한 위성잡음 스펙트럼 분

포 특성을 분석하고 제안한다. 순방향 링크와 역방향 

링크의 전송방식과 전송 데이터 율을 일정한 열화 성능 

이내로 위성 전송할 수 있는 시스템 위상잡음 특성을 

분석하여 VSAT 시스템의 위상잡음 스펙트럼 분포를 

도출한다. 아울러 주파수가 증가할수록 위상 잡음 특성

이 증가하므로 송신부의 전단부(front-end) 신호 발생기

의 위상잡음 스펙트럼 분포 특성을 분석하고, 위성통신 

시스템 구성에 따른  요구 위상잡음 스펙트럼 분포 특

성을 제안한다. 위상잡음 영향 분석은 VSAT 위성전송 

모드의  전송파라미터를 고려할 수 있는 모의 해석적인 

분석 모델을 통하여 도출하며, 위상잡음 스펙트럼 분포

는 요구 전송 품질 정도에 따라 위상잡음에 의한 열화 

정도를 평가하여 위상잡음 특성을 분석한다.

Ⅱ. 차세대 VSAT 시스템

차세대 VSAT 시스템은 중심국 서브시스템(Hub) 과 

단말국 서브시스템(Terminal)로 구성된다. 그림 1과 같

이 Ku/Ka 대역 위성을 이용하여 DVB-S2/DVB-RCS2 

표 기반의 위성통신서비스를 사용자에게 제공한다. 중

심국 서브시스템은 성형 위성망 구조에서 중심국 역할 

을 수행하는 서브시스템으로서 순방향 링크 송신 기능

과 역 방향 링크 수신 기능을 수행한다. 단말국 서브시

스템은 성형 위성망 구조에서 단말국 역할 을 수행하는 

서브시스템으로서 위성을 경유하여 중심국 서브시스템

과 접속을 수행하고 양방향으로 데이터를 송수신하여 

사용자들에게 고속 멀티미디어 데이터 서비스를 제공

한다[2].

Fig. 1 Next generation VSAT system service configuration

표 1은 차세대 VSAT 시스템의 채널 특성을 나타내

고 있다[5].

Table. 1 Channel characteristics for next generation VSAT 
system

link
items       

forward return

standard DVB-S2 ACM DVB-RCS2
frame TDM MF-TDMA

frequency 29.6~30GHz 19.8~20.2GHz
data rate ~ 80 Msps ~ 8 Msps

modulation
QPSK, 8PSK

16APSK, 32APSK
QPSK, 8PSK,

16QAM
channel code LDPC, BCH 16-state Turb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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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1과 표 1로부터 순방향 채널에서는 16APSK와 

32APSK 등 고차 전송모드를 사용하나, 역방향 채널에

서는 8PSK와 16QAM 고차 전송모드를 사용한다. 아울

러, 순방향에서는 80 Msps 최대 전송율로 서비스하고 

있으나, 역방향에서는 최대 8 Msps의 전송 율을 갖는 

채널 특성을 갖는다. 따라서 순방향 채널 특성과 역방

향 채널 특성을 고려한 위상잡음 특성을 해석하고 전송

시스템의 스펙트럼 분포 특성을 규정하여야 한다.

Ⅲ. 고차전송모드의 위상잡음 특성

VSAT 시스템의 순방향 고차 변조 방식인 16APSK

와 32APSK 신호의 위상잡음에 대한 영향을 모의 해석

하기 위하여 고차 전송모드 신호의 성상도를 고려한다. 

그림 2와 그림 3은 16APSK와 32APSK 변조  신호의 성

상도를 보여준다[5].

Fig. 2 Signal constellation of 16APSK

위상잡음 성능 평가를 위하여 16APSK의 경우 

DVB-S2 표준에서 사용되는 심볼  매핑룰을 적용하였

다. 성상도의 내부 링(inner ring)의 성좌도와 내부 링

(outer ring)의 성좌도 크기 비율()은 2.57, 

2.60, 2.75, 2.85, 3.15를 적용한다.  32APSK의 경우도 

DVB-S2 표준에서 사용되는 심볼 매핑룰을 적용하였으

며, 내부 링(inner ring) 성좌도간의 비율( )과 

내부 링과 외부 링의 성좌도 비율( )은 각각 

2.53, 2.54, 2.64, 2.72, 2.84와 4.30, 4.33, 4.64, 4.87, 

5.27을 적용한다.

Fig. 3 Signal constellation of 32APSK

아울러, 역방향 링크의 16QAM 고차 변조 방식을 수

용하기 위하여 그림 4와 같은 16QAM 신호의 성상도를 

고려한다.

Fig. 4 Signal constellation of 16QAM

Ⅳ. VSAT 시스템의 위상잡음 특성

4.1. 16APSK와 32APSK 신호의 위상잡음 영향 평가

위상잡음의 영향은 표 1의 순방향 링크 전송 특성과

모의 분석 모델을 사용하여  평가한다. 16APSK인 경우, 

위상잡음 영향이 가장 크게 나타나는 내부 링 성좌도와 

외부 링 성좌도간의 비율()이3.15 인 경우를 고려한다. 

아울러 32APSK에서는   ,   인 경우

의 위상잡음 영향을 분석한다. 그림 5는 16APSK와 

32APSK전송 모드에 대한 위상 잡음 영향을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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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Phase noise effects for 16APSK and 32APSK 

modulation signals(       )

표 2는 16APSK와 32APSK신호의 위상잡음 모의 분

석 모델에 의해 산출된 요구 위상잡음의 신호대 잡음비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Table. 2 Required phase noise signal-to-noise ratio for 
16 APSK and 32APSK according to service quality 

Modulation
BER  Loss(dB)

16APSK 
(dB)

32APSK
(dB)

  
10-3

0.1 34.4 35.6

0.2 31.3 32.7

0.3 29.9 31.1

  
2x10-4

0.1 36.4 36.9

0.2 33.4 33.8

0.3 31.7 32.4

4.2. 8PSK와 16QAM 신호의 위상잡음 영향 평가

표 1의 VSAT 역방향 링크 전송 특성과 분석 모델을 

사용하여 16QAM 신호와 전송되고 있는 8PSK 신호에 

대한 위상잡음의 영향을 분석하며, 결과는 그림 6에 나

타나 있다. 

표 3은 16QAM 신호와 8PSK 신호의 위상잡음 모의 

분석 모델에 의해 산출된 요구 위상잡음의 신호대 잡음

비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표 2와 표 3에서 위상잡음에 의한 2x10-4 서비스 오율 

및 0.2 dB 요구 성능 열화 목표에 대한 위상잡음의 신호

대 잡음비를 고려하여 각 변조 방식에 대한 위상잡음 

스펙트럼 분포 특성을 해석한다. 

Fig. 6 Phase noise effects for 8PSK and 16QAM modulation 
signals

Table. 3 Required phase noise signal-to-noise ratio for 
16 QAM according to service quality 

Modulation
BER  Loss(dB)

8PSK
(dB)

16QAM
(dB)

  
10-3

0.1 33.6 35.3

0.2 30.7

0.3 29.0

  
2x10-4

0.1 34.9

0.2 31.9

0.3 30.2

   

4.3. 16QAM, 16APSK 그리고 32APSK 신호의 위상잡음 

스펙트럼 분포 특성

표 1과 같은 전송 방식과 위성전송 시스템의 중심국 

서브시스템과 단말국 서브시스템의 시스템 특성을 고

려하여 위상잡음 특성 분포를 배분하며 중심국 서브시

스템의 주파수 합성기형 위상잡음 특성으로 표현한다. 

아울러 단말국 서브시스템의 위상잡음 특성은 단말국 

서브시스템의 RF front-end부를 고려하여 공진기형 위

상잡음 분포 특성으로 표현한다. 

공진기형 위상잡음 스펙트럼 분포 특성은  Leeson 모

델을 사용하며, 주파수 합성기는 그림 7과 같은 구조를 

갖는 주파수 합성기를 고려한다[6].

    log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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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Phase noise spectral density of a typical frequency 
synthesizer(simple model)

여기서, 는 실험적으로 구할 수 있는 잡음 지수이

며,  와   는 각각 발진기에서 이용할 수 있는 전력

과 절대 온도를 말한다. 그리고  와 는 플릭커 주파

수와 오프셋 주파수이다. 

주파수 합성기의 위상잡음 스펙트럼 분포 모델은 다

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7].

     


    





×   
  

×  

    
 × 

(2)

여기서, 전달함수로는 정상 상태 위상 에러(steady- 

state phase error)를 최소화하는  루프 함수와 

감쇠 정수(damping factor: )를 갖는 고 이득 2차 루프 

회로를 적용한다.

 

(a) 

(b) 

Fig. 8 Return link phase noise spectrum distribution 
characteristics for 16QAM modulation signal(bandwidth 
= 8 kHz) (a) VSAT Hub(receiver) (b) VSAT Terminal 
(transmitter)

(a) 

(b) 

Fig. 9 Forward link phase noise spectrum distribution 
characteristics for 32APSK modulation signal (bandwidth 
= 40 kHz) (a) VSAT Hub(transmitter) (b) VSAT Terminal 
(recei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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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SAT 위성전송시스템의 중심국 서브시스템과 단말

국서브시스템의 순방향 링크 및 역방향 링크의 위상잡

음 스펙트럼 분포는 그림 7과 그림 8에 보여주고 있다. 

여기서, 수신 반송파 회로의 등가 잡음대역폭은 전송 

데이터 율의 1/000 ~1/2000 비율로 고려한다.

그림 8과 그림 9의  위상잡음 스펙트럼 분포 특성

은 변조방식, 전송 데이터 율과 잡음대역폭을 고려한 

VSAT 전송시스템의 송수신부 위상잡음 스펙트럼 분포 

특성으로, ACM전송모드를 수용하는 위상잡음 스펙트

럼 분포 특성으로 적용할 수 있다.

Ⅴ.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차세대 VSAT 위성시스템의 중심국 

서브시스템과 단말국 서브시스템의 위상잡음 특성을 

해석하고 ACM 모드를 수용할 수 있는 위상잡음 스펙

트럼 분포 특성을 제안하였다. 중심국 서브시스템은 주

파수합성기 구조의 위상잡음 스펙트럼 특성을 제시하

였으며, 단말국 서브시스템의 위상잡음 특성은 공진기

형 위상잡음 스펙트럼 분포를 제안하였다. 제안된 위상

잡음 스펙트럼 분포 특성은 차세대 VSAT 채널부 위상

잡음 규격과 시스템 설계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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