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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무선통신기술의 급속한 발전에 의하여 무선통신 시스템은 멀티 모드(multi-mode)와  다채널(multi-

channel)의 특성에 의하여 다양한 정보 서비스를 충족시키고 있으며 이에 따라 무선통신시스템은 

우수한 통신품질을 보장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무선통신시스템의 다중모드에 따라 통신채널 

내에서 능동소자 또는 수동소자의 비선형 동작에 의하여 불가피하 누설전파 또는 혼변조왜곡 (IMD: 

Intermodulation Distortion) 신호가 발생되고 있다. 

이러한 누설전파는 통신품질을 저하시키므로 무선통신시스템에서는 누설전파 신호를 제거시키기 

위한 연구[1,2]가 진행되고 있으며, 특히 무선통신의 RF-모듈시스템을 개발하는 과정에서는 이러한 

혼변조 왜곡신호(누설신호)를 계측하는 측정시스템개발이 계속해서 요구되고 있다[3]. 그러나 기존 

혼변조 계측시스템은 일정한 대역에 한정되어 주로 협대역(단일대역)에서 나타나는 왜곡신호를 

측정하는 시스템으로 제한되어 있어 광대역(다중대역)의 RF-모듈 시스템에서 나타나는 왜곡(누설)

신호를 계측하기 위하여 광대역 계측기의 개발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무선통신시스템의 비선형 특성에 의해 발생하는 누설 또는 왜곡신호는 능동 소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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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650MHz에서 2,700MHz의 주파수 대역에서 우수한 동적영역과 선형성 특성을 나타내는 RF-수신기를 
설계하고, 왜곡신호(누설 또는 혼변조)를 측정할 수 있는 지능형, 광대역 RF-왜곡신호 계측시스템을 구현하였다. 광대역 
특성의 RF-수신모듈은 저 잡음특성과 동적영역 관계를 분석하여 RF수신단의 선형화 파라미터를 최적화시켰다. 지능형 
디지털-왜곡(혼변조) 측정시스템에서는 측정하려는 왜곡(혼변조)신호를 PC상의 GUI 로 처리하여 원하는 계측파라미터를 
PC 모니터에 나타내었다. 설계된 계측장치를 650MHz-2700MHz 까지 가변시켜 왜곡신호를 측정한 결과,  -127.8dBc에서 
-138dBc까지 나타내어 지능형 디지털 계측기로 이용될 수 있음을 보였다.
 
키워드 : 광대역, 높은 선형성, IMD 측정

Abstract
In this paper, we developed an intelligent and wideband RF-receiver module to represent a high dynamic range and good linearity 
characteristics up to 650MHz-2700MHz frequency band. and implemented an intelligent  digital-RF- distorted signal measuring 
system for the RF distortion (intermodulation) signals. Broadband RF-receive module was designed to represent the optimized linear 
parameters of the receiver to meet the low noise and wide dynamic range. The designed intelligent digital-distortion(intermodulation) 
signal measument system measured by applying the 1MHz IF of third intermodulation signal of DUT and Measured data was 
recorded by program on the PC monitor with GUI interface. By variable up to 650MHz-2700MHz measured data showed up to-
127.8dBc to -138dBc of the distortion (intermodulation) signal. And developed intelligent digital- distortion signal measurement 
system can be used to measure intermodulation distortion signal of wireless system wid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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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한 능동 혼변조왜곡과 수동소자의 비선형 특성에 의한 수동 

혼변조왜곡으로 구분된다. 능동 혼변조 왜곡신호는 고출력 RF-

증폭기의 능동소자 비선형 특성에 의하여 주로 발생하며 왜곡신호를 

감쇠시키기 위하여 증폭기의 동작점을 백-오프(Back-off)시켜 선형 

동작시키거나 선형화를 적용한 디지털 기술이 개발[4,5] 되고 있으며,  

RF-수동소자에 의한 왜곡신호의 원인은 수동소자의 도금 등과 

같은 제조상의 물질과 제조방법에 따라 나타나는 비선형 특성에 

기인[6,7]되며 이러한 수동소자에 의한 왜곡신호는 매우 미약하여 

국제적으로 무선통신에 사용되는 안테나, 커넥터, 듀플렉서 필터 등 

각종 RF-수동소자에 대한 정밀측정을 요구하고 있다[8].

일반적으로 다중화 된 무선통신 시스템에서 왜곡신호를 

측정하기 위하여, 다중대역 주파수 650MHz~2.7GHz에서 왜곡(

누설) 신호의 크기는 -120dBm~-130dBm의 미약한 왜곡신호를 

측정할 수 있는  측정시스템의 개발이 요구된다[9].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650MHz∼2.7GHz에서 높은 신뢰성을 

갖는 규격화된 누설전파 또는 왜곡신호의 측정시스템의 개발하고자 

하며 주어진 주파수 대역에서 미약한 RF 신호를 검파하기 위하여 RF 

주파수 대역에서 매우 큰 동적영역(high dynamic range)의 특성을 

나타내는 광대역 RF-수신모듈을 설계하고, RF-수신기의 출력신호를 

디지털 신호처리 과정을 거쳐 프로그램에 의하여 왜곡신호(누설) 

데이터를 PC의 GUI를 통하여 구체적으로 모니터에 나타냄으로서 

간편하고 지능형으로 누설전파 또는 왜곡신호에 대한 고감도 

디지털 측정시스템을 구현하고자 한다. 특히,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하여 각각의 기술에 의해 만들어진 제품들이라 하더라도 상호 

연계하여 새로운 기능을 구현하는 시대적인 관점에서 기업에서도 

새로운 기능을 가진 제품을 개발하기도 하고 이렇게 개발된 제품을 

활용하여 기업을 홍보하기도 하여 기업의 성장을 위한 매개체로의 

활용도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1,2]. 기업을 홍보하는데는 여러 

가지 목적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것에 따라 그 수단도 달라져야 

하는데 기술을 홍보하는 매체로는 기술홍보자료를 제작하고 이들 

자료에 대한 정보를 알림에 있어 디스플레이 장치를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다[3,4]. 이와 같은 영상출력시스템과 관련하여 스마트한 

기능들과의 접목으로 인한 새로운 영상출력시스템에 대한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다[5-10]. 특히 영상을 출력하는 터치스크린에 대한 연구 

및 활용 또한 진일보하고 있는 실정이다[3,4,11].

터치스크린 기술은 햅틱, 멀티 터치 기술 등과 결합되면서 

보다 풍부한 사용자 경험을 제공하고 있고, 다양한 구현 기법들의 

등장으로 인해 낮은 단가로도 대형 LCD 패널 등에 구현 가능하게 

되는 등 폭넓은 범용성을 가지고 기존의 인터페이스 장치들을 

대체하고 있다.

터치스크린은 모니터 화면에 터치패널을 덧붙여 작동하는 것으로 

손끝이나 기타 물체로 접촉 시 패널 위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다. 

이러한 기술은 접촉한 위치에 따라 발생하는 결과를 즉시 화면으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사용 할 수 있고, 현재 지하철, 

박물관, 은행 등의 많은 장소에서 안내용 소프트웨어로 사용되고 

있다. 최근에는 iPad와 같은 소형 태블릿 PC를 통해 터치스크린을 

쉽게 접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터치 패널 위의 접촉 방식에서 

벗어난다면 사용이 불가능하다. 이러한 부분을 해소하기위해 공간 

터치 개념의 기술이 시도 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상의 연구들을 기반으로 하여 ICT기반으로 한 

스마트 터치 영상 출력 시스템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 시스템은 다양한 분야에 적응 할 수 있으며, 기술적으로는 

프로젝터 기기로 영상을 스크린에 투사하는 것이지만 근본적으로는 

또 하나의 새로운 영상 디지털 미디어로의 확장이어서 새로운 영상 

디지털 디스플레이의 한 형태이며, 21세기 패러다임의 중심이 될 

영상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본 연구에서는 무선 영상 데이터를 출력하는 방법을 

연구하고, 이를 ICT 기반의 스마트 멀티 터치 기술과  연동 할 수 

있는 영상 출력 시스템으로 확장하고자 하는 것이다.

2. 저 잡음, 광대역 RF-수신모듈 설계

무선통신시스템에서 발생하는 미약한 누설 또는 왜곡신호를 

계측하기 위하여 입력되는 미약한 RF신호를 수신하는 광대역 

저 잡음 RF-수신모듈을 설계해야 한다. 설계시 최소검파신호

(Minimum detectable signal)와 광대역 수신기의 동적범위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SFDR(spur free dynamic range)과 CDR(compression 

dynamic range)이며 아래식과 같다[10].

 
  (1)

  (2)

  (3)

여기에서 NF(noise figure)는 잡음지수이며, BW는 대역폭

(bandwidth)이다. RF-수신모듈은 잡음지수와 이득을 최적화시켜야 

한다. RF-수신모듈의 전체잡음지수 관계식은 다음과 같다[10]. 

  (4)

광대역 RF-수신기의 동적범위를 크게 하기 위하여 식(1)∼(4)

에서 잡음지수(NF)를 가능한 작게하고, 이득을 최대한 크게 

설계해야하며, 또한 RF-수신기의 선형적 특성을 나타내는 RF 모듈의 

IIP3(input intercep point) 파라미터를 가능한 큰 값이 나타나는 RF-

증폭소자를 선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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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통신시스템에서 두 개의 신호 과 에 의하여 RF-소자의 

비선형 특성에 의하여 발생되는 혼변조왜곡(intermodulation 

distortion) 신호는 다음식과 같다[11]. 

 제3차 혼변조 왜곡신호 =   (5)

본 논문의 저 잡음, 광대역 RF-수신기는 그림 1과 같이 

헤테로다인 수신기 형태이다. RF-수신단 설계 시 저 잡음 증폭단은 

입력신호를 정량화시키기 위하여 삽입손실이 0.2dB인 광대역 

리미터를 통과시킨 후, 첫째 단에서 1.3dB의 잡음지수를 갖는 

p-HEMT의 저 잡음 증폭기(LNA)모듈을 선정하였으며 20dB의 

이득을 나타내는 고 이득증폭단(TQP3M9018)를 저 잡음 증폭기를 

포함한 3단 증폭기에서 60dB이상의 충분한 이득을 나타내도록 

하였다. 각 증폭단의 포화 방지를 위하여 디지털 감쇄기(Hittite 

HMCX624ALP4E)를 적용하였다. 믹서단(Mini-Circuit SYM-63LH)

에서는 PLL(Analog Devices ADF 4350)에 의하여 광대역 신호 

649∼2699MHz의 주파수를 국부발진 신호로 발생시키고 입력신호 

및 믹서 동작으로 IF단(Linear Tech. LTC6403-1)에서 1MHz의 

출력신호를 30dB이상 선형 증폭시키도록 하였다. 믹서(mixer)와 

대역통과필터(band pass filter)는 손실을 감안하여 가능한 저 손실을 

나타내는 소자를 선정하였으며 광대역 RF-수신기에 큰 입력신호가 

입력될 경우, 수신기 회로를 보호하도록 디지털 감쇄기를 이용하여 

보호 회로를 구성하였다. 광대역 RF-수신기 설계에서는 미약한 

입력신호가 –130 ~ –80dBm의 크기로 입사 될 때 RF- 수신기를 

통하여 –50dBm ~ 0dBm의 IF신호로 하향 변환시킴으로써 총 

80dB의 이득을 갖도록 설계하였다. 선형성이 우수한 광대역 RF-

수신기의 기술적 사양은 현재 상용화된 RF-소자를 이용하여 표 1

과 같이 계측기의 사양을 설정하였다. 그림 2는 설계된 광대역 RF

수신모듈의 이득과 잡음관계에 대하여 버짓 관계를 시뮬레이션한 

결과이다.

한편 하향 변환된 왜곡신호(또는 누설)를 IF 증폭단에서는 우수한 

선형성을 얻고자, 두 개의 송신 주파수 , 를 설정하고 수신 주파수

( )는 누설전파 또는 왜곡신호가 믹서를 통과한 후 IF단에서 

1MHz로 하향변환되어 누설 또는 왜곡신호가 나타나도록 설정하면, 

국부발진주파수는 로 설정된다. 그림 3과 

같은 디지털 신호처리와 제어회로를 이용하였으며 그림 4와 같이 

PC 상에 데이터 분석과정을 모니터하기 위하여 신호처리관계를 

flow chart로 나타내었다. 

 1MHz에 의한 디지털 신호처리부의 처리순서는 다음과 같다. 

먼저 IF단에서 저역통과필터를 거쳐 나타나는 1MHz의 누설 또는 

왜곡신호를 A/D 변환기로 보내며,  IF신호는 디지털 수신단 샘플링 

주파수(Fs)는 10MHz의 기준 클럭을 받아서 클럭 분주기(clock 

divider)를 통해 2/5분주한 후 4MHz의 샘플링 주파수로 바뀌며 A/D 

변환기(AD7989-1)에 의하여 16비트 디지털 데이터로 변환된다. 

변환된 신호를 다시 DDC(Digital Down Converter)에 의하여 

10kHz로 하향 변환 및 하향 샘플링(Down Sampling)을 수행하고 

I/Q복조를 수행한다. 이 때, I/Q신호를 512-point FFT를 수행하도록 

하였으며 옵셋을 통한 온도 보상 등을 적용하여 최종적으로 누설 

또는 왜곡신호 레벨을 출력한다. 누설전파신호 측정시스템에서는 

온도 등을 고려한 이득 보상을 먼저 설정하고 장애 유무(Alarm)를 

판단하여 만약 이상이 있으면 장애표시를 나타낸 후 정지하도록 

그림 1. 광대역 RF 수신모듈의 구성도
Fig. 1. Wideband RF Receiver Module Block Diagram

표 1. RF-하향변환기의 설계 사양
Table 1. Technical Specification of RF-Down Converter

Frequency
Reception 
sensitivity

Transmit 
power

Gain  NF

650 ∼
2700MHz

〉-120Bm 5dBm 〉80dB < 3dB 

그림 2. 설계된 광대역 RF-수신단의 이득과 잡음지수
Fig. 2. Gain and NF of Designed Wideband RF-Receiver Module

그림 3. IF 신호 처리단의 구성도 
Fig. 3. Block Diagram of IF Signal Processing Bo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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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장애가 없을 경우에는 혼변조 신호를 생성하는 측정시스템의 

전력증폭기(Power Amplifier)를 동작시킨다. 이 때 시간 모드는 

원하는 측정 주파수를 설정하여 시간에 따라 왜곡(혼변조)신호의 

레벨을 나타내며 주파수 모드는 주파수에 따라 왜곡신호(혼변조) 

레벨을 나타낸다. 스윕 모드는 주파수 범위, 스텝(step), 측정시간을 

설정하여 측정시간 만큼 한 단씩 측정하여 혼변조 레벨을 

나타내도록 하였다. 그림 5에서 개발된 RF-수신모듈 그림  5(a)과 

디지털 보드 그림 5(b)를 보여 주고 있다.

3. 다중대역 디지털 PIMD 측정시스템 구현

설계된 광대역 RF-수신모듈과 디지털 보드를 이용하여 그림 6과 

같이 국제규격 ITU-R[12]에서 추천하는 측정시스템을 구성하였다. 

측정시스템은 2개의 20W급 전력증폭기로 두 개의 신호를 증폭한 

후 대역 통과필터를 통과한 후 두 개의 신호 과 신호가 합하여 

시험하고자하는 DUT(devie under test)를 통과시키면 식(5)에서와 

같이 의 혼변조왜곡신화 발생되며 이 신호는 본 연구에서 

개발한 RF-수신기를 통하여 1MHz 신호에 혼변조신호가 나타나며 

다시 A/D 변환기와 디지털 신호처리과정을 통하여 원하는 데이터를 

PC 모니터에 나타나도록 측정시스템을 구성하였으며 그림 7

은 실제 측정시스템을 나타내었다. 본 논문에서 두 개의 반송파 

신호를 시험하는 DUT소자로서 범용 RF커넥터 SMA를 선정하고 

커넥터의 비선형효과(금속성 및 제조상의 특성 등)로 발생되는 제

3차 수동혼변조 왜곡신호를 계측하였더니 그림 8과 같이 1MHz

의 IF 신호를 보여주고 있다. 이동통신주파수 대역에서 가장 많이 

이용되는 주파수 대역에서 두 개의 신호 910MHz와 920MHz 신호가 

그림 7의 측정 시스템을 통하여 DUT에 인가하였을 때 스펙트럼 

분석기로 계측한 데이터이며 그림 8(a)는 두 개의 신호, 그림 8(b)

는 두 신호에 의하여 발생된 식(5)의 왜곡(혼변조)신호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 4. 디지털 신호처리에 대한 흐름도
Fig. 4. Signal flow chart of digital signal preocessing

(a) 광대역 RF-수신모듈 구현
(a) Implementation of Wiedband RF-Receiver Module

(b)  디지털 신호처리 보드 구현  
(b) Implementation of IF Signal Processing Board

그림 5. 개발된 (a) 광대역  RF-수신단 및 (b) 디지탈 신호처리 보드
Fig. 5. Implementation of Wideband RF-Receiver Module and 

digital signal processing Board 

그림 6. RF-왜곡신호(혼변조) 측정시스템
Fig. 6. RF Distortion(Intermodulation) Signal Measurement System

그림 7. 개발된 지능형- 광대역 왜곡 RF-신호 측정시스템
Fig. 7. Implementation of Wideband Distorted RF Signal 

Measurement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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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에서는 PC 모니터상에 나타나는 650MHz에서 나타나는 

왜곡신호의 측정 데이터를 보여주고 있다. 650MHz에서 왜곡신호는 

–130.78dBc로 측정되었다. 

본 논문에서 제시되는 왜곡신호 측정시스템에 대하여 두 개의 

반송파 신호를 광대역 신호 650∼2700MHz까지 연차적으로 

인가하였을 때 DUT주파수 특성에 따른 왜곡(혼변조)신호를 

순차적으로 측정한 결과, 광대역에서 측정된 왜곡신호크기의 

범위는 최대 –138dBc까지 측정 되었으며 대표적으로 하한주파수 

650MHz에서 –130.78dBc와 상한주파수 2700MHz에서 –131.19dBc

를 나타내었다. 

이것은 입사되는 주파수 대역에서의 입사되는 신호발생기의 

균일하지 않은 신호크기와 시험용 DUT의 제3차 혼변조 왜곡신호의 

특성을 보여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9에서 PC 화면에 나타나는 

입사신호에 대한 주파수 및 크기 등 측정변수를 구체적으로 보여 

주고 있으며 모든 계측 값이 디지털 처리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기록하도록 설계하였다.

4. 결론

기존의 무선통신 누설 또는 왜곡신호의 측정시스템이 

협대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무선통신 이용주파수 

대역 650∼2700MHz을 고려하여, 광대역에서 비선형 효과에 의하여 

발생되는 왜곡신호를 계측하도록 디지털 신호 처리를 포함하여 PC 

모니터에 측정데이터가 나타나도록 지능형, 광대역 RF-왜곡신호 

계측시스템을 구현하였다. 광대역에서 고감도 특성 및 우수한 

동적영역을 갖도록 RF-수신기를 설계하였으며 광대역에서 1.3dB

의 잡음지수를 갖는 저 잡음 증폭단과 20dB이상의 이득을 나타내는 

증폭기를 3단 결합시켰다. 

RF-수신기의 선형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 OIP3, IIP3, CDR, 

SFDR 모두 이론적인 값을 구하였으며 약 21dBm의  및 -47dBm 

IIP3점 및 높은 선형성과 CDR는 99.6dBm, SFDR는 21.0dBm 으로 

높은 동적영역을 보였다. 또한 IF단에서 1MHz의 하향 신호를 얻기 

위해 649∼2699MHz의 신호를 가진 PLL에 주파수 합성방식을 

적용한 국부발진기를 설계하였다. 넓은 동적영역을 나타낸 

파라미터를 제시함으로서 RF-수신단의 설계 방안을 제시하고 

IF 신호를 고속처리가 가능한 디지털 신호 처리부를 결합하여 

프로그램함으로서 계측하고자하는 왜곡신호에 대하여 이동통신 

주파수 대역에서 지능형 광대역, 왜곡신호 측정시스템을 구현이 

가능함을 보였다. 그러므로 현재 협대역의 PIMD 측정 장치와 

대치가능하며 국제 표준에 적합한 측정시스템으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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