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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변형 경사하강검색법을 이용한 새로운 나선 직교진폭변조 신호성상도와 이를 위한 이진사상규칙

을 제시한다. 기존 방법과는 달리 새로운 검색법은 반복설계를 위한 파라미터로 최대 반복 횟수와 함께 성상도 최적

화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위상잡음에 더욱 강인한 나선 직교진폭변조 성상도를 생성한다. 또한, 제시된 이진사상기

법은 신호성상도에서 동일한 경계를 공유하는 필드 수를 조정함으로써 성상도의 평균 해밍거리를 크게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 제안된 나선 직교진폭변조는 매우 심한 수준의 위상잡음 환경에서도 기존 성상도에 비하

여 훨씬 향상된 심볼오류성능을 가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제안된 나선 직교진폭변조는 위상잡음의 영향이 

크게 나타나는 코히어런트 광통신시스템과 직교 주파수분할다중화 시스템에 유용한 변조방법인 것으로 판단된다.

ABSTRACT

In this paper, we propose a new design method of signal constellation of the spiral quadrature amplitude modulation 
(QAM) exploiting a modified gradient descent search algorithm and its binary mapping rule. Unlike the conventional 
method, the new method, which uses and the constellation optimization algorithm and the maximum number of iterations 
as a parameter for the iterative design, is more robust to phase noise. And the proposed binary mapping rule significantly 
reduces the average Hamming distance of the spiral constellation. As a result, the proposed spiral QAM constellation has 
much improved error performance compared to the conventional ones even in a very severe phase noise environment. It 
is, therefore, considered that the proposed QAM may be a useful modulation format for coherent optical communication 
systems and orthogonal frequency division multiplexing (OFDM) 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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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신호의 위상과 진폭을 동시에 정보 전송에 사용하는 

직교진폭변조(quadrature amplitude modulation, QAM)
는 가장 널리 사용되는 디지털 변조방법 중 하나이다[1]. 
직교진폭변조 신호성상도의 각 심볼은 일반적으로 Gray 
부호를 사용하여 이진단어(binary word)로 사상된다. 
Gray 부호에서 인접한 심볼의 이진단어는 1 [bit] 차이

를 가지므로 신호성상도의 평균 해밍거리는 이론상 최

소값인 
    [bit]이다[2]. 이 경우 비트오류확률

은 Pb ≃ Ps/Nb로 나타낼 수 있다. 여기서 Ps는 심볼오류

확률이고 Nb(= log2N)는 이진단어의 비트 수, N은 심볼

의 수를 나타낸다. 
한편, 위상잡음은 직교진폭변조를 이용하는 디지털 

전송시스템의 성능을 열화시키는 주요 원인들 가운데 

하나이다[3,4]. 특히, 고차 직교진폭변조 성상도를 신호

사상기로 사용하는 직교 주파수분할다중화(orthogonal 
frequency division multiplexing, OFDM)나 레이저빔의 

선폭에 대한 제약이 심한 광통신에서 위상잡음은 성능

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다[5,6].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

하기 위한 방법으로 비균일 직교진폭변조, 진폭-위상편

이변조, 나선 직교진폭변조 등이 제안된 바 있다[7]. 특
히, 나선 직교진폭변조는 기존 직교진폭변조에 비하여 

스펙트럼 효율을 증가시킬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최근 많은 연구가 수행되고 있다[8-10]. 여기서는 단일 

나선팔(spiral arm) 궤적방정식을 계산하여 전체 신호점

의 1/4개를 배정한 다음, 이를 90°씩 회전시켜 2차원 신

호성상도를 완성한다[8]. 
나선 직교진폭변조 성상도는 나선팔 궤적을 따라 원

점에서 멀어질수록 신호점의 판정영역(decision region)
이 넓어지므로 인접 심볼의 수가 일정하지 않다[10]. 이
는 심볼에 대한 이진사상 방법으로 Gray 부호를 적용하

지 못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일부 심볼은 이웃

하는 심볼과 2 [bit] 이상의 해밍거리를 가질 수 있으므

로 나선 직교진폭변조의 평균 해밍거리를 최소화시키

기 위한 새로운 이진사상기술이 요구된다.
본 논문에서는 변형된 경사하강검색법(gradient descent 

search, GDS)을 이용한 새로운 나선 직교진폭변조의 설

계방법과 이를 위한 새로운 이진사상규칙을 제시한다. 
기존 설계방법과는 달리 새로운 경사하강법은 최대 반

복횟수와 함께 신호성상도의 평균 심볼오율이 전역 최

소에 도달하도록 심볼오율의 변화를 반복설계 판정을 

위한 변수로 사용한다. 또한, 성상도에 이진단어를 대응

시키는 사상규칙은 설계 및 구현의 용이성을 위하여 4
분면의 대칭성과 이진논리연산을 이용한다. 그 결과, 변
형된 GDS 알고리즘은 성상구조를 최적화하여 심볼 간 

최소 유클리드거리를 증가시킴으로써 위상잡음에 대한 

허용 오차와 심볼오류 성능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나타

났다. 또한, 새로운 이진사상기술은 고차 나선 성상도의 

평균 해밍거리를 감소시킴으로써 비트오율을 크게 개

선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제안된 나선 

직교진폭변조는 위상잡음에 대한 강인성이 요구되는 

코히어런트 광통신이나 직교 주파수분할다중화를 이용

하는 미래 디지털 전송시스템을 위한 유용한 변조형태

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Ⅱ. 변형 경사하강검색 알고리즘

목표값과 추정치 사이의 편차를 단계적 반복검색을 

통하여 최소화시키는 경사하강검색 알고리즘에서 반복

식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 (1)

여기서 Δk는 k번째 반복연산을 위한 스텝크기이고, 
s(k)는 경사방향을 나타내며, 손실함수의 미분으로 결정

된다. 스텝크기가 지나치게 크면 손실함수가 발산할 수 

있고, 너무 작으면 수렴속도가 느려 목표값에 수렴되지 

않는 경우도 발생한다. 
신호성상도의 최적화는 주어진 조건에서 통신시스템

의 심볼오류가 최소가 되는 신호집합 S = {SR}을 구하는 

것이다[3]. 위상잡음이 있는 영평균 가우시안잡음 채널

에서 심볼오류확률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다.

SS ≈A


A
, (2)

여기서 ST와 SR은 송신과 수신된 심볼을 각각 나타내

며, θ는 위상잡음의 크기이다. 그리고 A는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A
∥SS∥

SS× SS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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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N0는 단측 가우시안 잡음 전력을 나타내고, 
||x||는 복소수 x의 크기이다. 신호성상도 상의 모든 심볼

이 동일한 사전확률(a priori probability)을 가지는 것으

로 가정하면 직교진폭변조 성상도의 평균 심볼오류확

률(symbol error probability, SEP)은

  







≠

  (4)

이 된다. 여기서 N은 성상도 상의 심볼수이다.
식(4)를 만족하는 신호성상도를 구하기 위하여 반복

검색법이 자주 사용된다. 특히, 기존 GDS 알고리즘은 

가산성 백색 가우시안잡음 채널에서 식(4)를 만족하는 

최적 성상도를 구하는 목적으로 사용된다. 본 논문에서

는 이를 변형하여 가우시안잡음과 위상잡음이 동시에 

존재하는 전송채널에서 나선 직교진폭변조 신호성상도

의 최적 구조를 구하는 것으로 확장한다.
m번째 반복검색을 통하여 얻은 신호집합을 Sm 

 
  

 ⋯
  라고 하면 식(1)의 갱신을 통한 (m+1)

번째 반복검색 후 새로운 신호집합은 

S
 S⋅∇ S (5)

이 된다. 여기서 ∇Pe(Sm)는 Sm에서 Pe의 경사벡터를 나

타내며, Pe가 감소되면 음의 값을 가진다. 신호집합의 

평균 전력은 ∥S∥ ∑  
 ∥s∥

로 정규화

된다. 새로운 성상도는 다음과 같이 정규화시킨다. 

S ∥S ∥
S


. (6)

이를 식(4)에 적용함으로써 가우시안잡음과 위상잡

음이 동시에 존재하는 전송환경에서 심볼오류확률을 

근사적으로 최소화시키는 최적 신호성상도를 구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성상도 최적화 알고리즘 기반 변형 경

사하강법의 수행과정을 그림 1의 흐름도에 나타내었다.
새로운 알고리즘에서는 반복검색이 수행될 때마다 

탐색방향 결정을 위하여 목적함수를 점진적으로 감소

시키는 음경사하강(negative gradient descent)을 이용한

다. 최초 실행을 위하여 6개 파라미터의 초기값과 반복 

카운터를 설정하고 식(5)에 따라 새로운 성상도를 구하

여 정규화시킨 다음 평균 심볼오류확률을 계산한다. 새
로운 심볼오류확률이 이미 저장된 최소값보다 작으면 

심볼오류확률을 갱신하여 저장하고 그렇지 않으면 저

장된 최소값을 유지한 상태로 반복검색을 재수행한다. 
이와 같은 과정은 반복검색 회수가 설정된 최대 회수에 

도달할 때까지 반복된다.

Ⅲ. 새로운 이진사상규칙

이진사상규칙은 성상도 상의 심볼에 이진단어를 사

상시키는 것으로 인접 심볼 간 해밍거리(Hamming 
distance)가 1 [bit]가 되는 Gary 부호가 가장 대표적이

다. 하지만 나선 직교진폭변조의 경우 독특한 성상 구조

로 인해 Gray 부호를 이용한 이진사상이 용이하지 않다

[7]. 일례로 나선 64-QAM 신호성상도에 대한 기존 이진

사상 결과를 그림 2에 나타내었다. 여기서 x는 인접 심

볼 간 해밍거리가 2 [bit]인 심볼 경계이고 ∙는 3 [bit]인 

경계를 나타낸다. 따라서 고차 나선 신호성상도의 경우 

평균 해밍거리가 최적인 1 [bit]보다 훨씬 커지므로 Gray 
부호에 비하여 효율이 크게 저하된다.

기존 이진사상의 문제점 완화를 위한 방법으로 동일

한 경계를 공유하는 필드의 수가 최소화되도록 필드 분

포를 조정한다. 여기서 필드는 하나 이상의 심볼로 구성

된 신호성상도의 특정 영역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그
림 3은 그림 2에 나타낸 64-QAM에 대한 필드 분포이며, 
A, B, C, D로 표시된 필드는 4개의 심볼로 구성된다. 필
드 A는 필드 B 및 C와 경계를 공유하지만 필드 D와는 

공유경계가 없다. 경계를 공유하는 필드의 수가 감소됨

Fig. 1 The flow chart for the modified GDS algorith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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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다중 비트 차이를 가지는 경계가 감소되므로 신

호성상도의 평균 해밍거리도 감소된다.
나선 직교진폭변조 성상도는 하나의 나선팔에 위치

한 신호점들을 회전하거나 대칭시켜 나머지 신호점의 

좌표를 결정할 수 있다. 따라서 신호점에 사상되는 이진

단어도 회전 또는 대칭에 대응하는 간단한 이진연산으

로 구현 가능하다. 새로운 성상도에 대한 이진사상 연산

을 요약하여 표 1에 나타내었다. 여기서 (x + yi), x > 0, y 
> 0는 1사분면에 위치한 신호점의 좌표를 복소수로 나

타낸 것이고, B{(x + yi)}는 신호점 (x + yi)에 대한 이진

단어를 나타낸다. 그리고 OR는 두 개의 이진단어에 대

한 비트별 논리합(bitwise logical OR) 연산이다. 
예를 들어, 나선 64-QAM 성상도의 1사분면 신호점

의 이진단어가 B{(x + yi)} = ‘001100’으로 가정하면 이

에 대응하는 4사분면 심볼의 이진단어는 ‘001100’ OR 
‘010000’ = ‘011100’으로 간단하게 구할 수 있다. 이는 

기존 이진사상규칙에서 반시계방향으로만 수행되는 사

상연산보다 훨씬 효과적이다. 이와 같은 신호성상도 필

드 분포 조정과 사상연산을 적용하여 구한 64진 나선 직

교진폭변조 성상도를 그림 4에 나타내었다. 그림 3에 나

타낸 기존 이진사상규칙에 비하여 2 [bit]와 3[bit] 심볼 

경계의 수가 현저히 감소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Ⅳ. 모의실험 및 분석

4.1. 평균 해밍거리

일반적인 직교진폭변조와는 달리 나선 직교진폭변조 

신호성상도는 불균일한 판정영역을 가지므로 해밍거리

가 2 [bit] 이상인 심볼쌍이 다수 발생될 수 있다. 이러한 

다중 비트 차이를 갖는 심볼 경계를 감소시키기 위하여 

성상도의 필드 분포 조정과 새로운 이진사상규칙을 제

시하였다. 일반적인 직교진폭변조와 기존 및 새로운 나

Fig. 2 Conventional binary mapping for the spiral 64-QAM

Fig. 3 An example of field distribution of spiral 64-QAM 
constellation for new mapping rule

Fig. 4 The new binary mapping for the spiral 64-QAM

Quadrant
Mapping operation

From To

1 2   B{(-x + yi)} = B{(x + yi)} OR ‘100000’

1 3   B{(-x－ yi)} = B{(x + yi)} OR ‘110000’

1 4   B{(x－ yi)} = B{(x + yi)} OR ‘010000’

Table. 1 The new mapping operation for spiral 64-Q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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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64-QAM에서 해밍거리가 2 [bit]와 3 [bit]인 인접 심

볼쌍의 수와 그에 따른 평균 해밍거리를 계산하여 표 2
에 나타내었다. 여기서 Sp,2-bit와 Sp,3-bit는 해밍거리가 2 
[bit]와 3 [bit]인 인접 심볼쌍의 수이다.

Table. 2 Average Hamming distance of 64-QAMs

Sp,2-bit Sp,3-bit 
 , [bit]

64-QAM 0 0 1.0

Conventional 
spiral 64-QAM 52 24 1.678

Proposed 
spiral 64-QAM 28 4 1.255

일반적인 균등분포 직교진폭변조는 Gray 부호를 사

용하므로 최적 평균 해밍거리인 
min 1 [bit]를 보장함

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기존 64진 나선 직교진폭변

조 성상도의 평균 해밍거리는 1.678 [bit]로 현저히 증가

된다. 이에 비하여 새로운 이진사상규칙을 이용하는 경

우 평균 해밍거리는 1.255 [bit]로 25.2% 정도 감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제안된 이진사상규칙은 기존

의 방법에 비하여 훨씬 효과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4.2. 모의실험

제안된 나선 직교진폭변조 신호성상도와 새로운 이

진사상규칙의 성능을 확인하기 위해 모의실험이 수행

되었다. 변형 GDS 알고리즘을 위한 6개의 초기 파라미

터는 표 3과 같이 설정되었다. 전송채널은 그림 5에 나

타낸 것처럼 백색 가우시안잡음과 위상잡음으로 구성

된다. 여기서 위상잡음은 0, π/20, π/10 [rad]로 정하였다. 
θ = 0°는 순수 가산성 백색 가우시안잡음 채널이며, 오
류성능에 대한 기준으로 사용된다. θ = π/20 [rad]은 비

교적 온건한 수준의 위상잡음이고, θ = π/10 [rad]는 매

우 심한 위상잡음 환경이다. 심볼오율 분석을 위한 모의

실험에는 108개의 심볼을 사용하였다.
기존의 나선 64진 직교진폭변조의 신호성상도와 새

로운 신호성상도를 그림 6에 비교하여 나타내었다. 기
존 성상도에서 심볼 간 최소 유클리드거리는 0.279로 계

산되었으나 새로운 성상도에서는 0.296으로 근소하지

만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AWGN과 위상잡음에 의하여 왜곡된 수신신호를 

이용하여 생성한 신호성상도들을 그림 7에 나타내었다. 

여기서 백색 가우시안잡음의 신호대 잡음비(signal-to- 
noise ratio, SNR)는 40 [dB]이고, 위상잡음은 π/10 [rad]
으로 하였다. 그림을 통하여 나선팔의 내부에 위치한 신

호점보다 외곽의 신호점들에서 위상잡음의 영향이 훨

씬 크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동일한 

조건으로 왜곡된 두 신호성상도의 성능차이를 육안으

로 확인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백색 가우시안잡음의 신호대 잡음비와 위상잡음의 

크기 변화에 따른 심볼오율(symbol error rate, SER) 모
의실험 결과를 그림 8에 나타내었다.

균일분포 64-QAM은 위상잡음이 없는 순수 가산성 

백색 가우시안잡음 채널에서는 가장 우수한 심볼오류

성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위상잡음이 더

해지면 오류성능이 매우 심각하게 열화된다. 특히, 위상

잡음이 π/10 [rad]으로 매우 심한 경우 신호대 잡음비가 

증가되어도 SER = 10-1 정도에서 포화되어 더 이상 성능

향상을 기대할 수 없다. 따라서 일반적인 직교진폭변조

는 위상잡음에 매우 취약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64진 나선 직교진폭변조의 경우 백색 가우시안

잡음과 위상잡음이 동시에 존재하더라도 신호대 잡음

비가 증가됨에 따라 심볼오율이 감소되는 것으로 나타

났다. 특히, 새로운 나선 직교진폭변조는 기존 방법에 

비하여 훨씬 우수한 오류성능을 가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가령, 위상잡음이 π/20 [rad]일 때, 새로운 성상도

Parameter Description Initial value

θ Phase noise 0, π/10, π/20 [rad]

N0/2 Average power of WGN depending on simulation

S0 Initial signal set 64-QAM

∆ Step size for iteration 0.0001

Pe,min The minimum SEP SEP of the 64-QAM

Sopt
Optimum signal set
having Pe,min

Table. 3 The initial parameters for the modified GDS 
algorithm

Fig. 5 Transmission channel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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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적용된 디지털통신시스템은 SER = 10-5에서 기존 방

법보다 1.68 [dB] 가량 우수한 성능을 보인다. 또한, 위
상잡음을 π/10 [rad]로 증가시키면 제안된 신호성상도

는 SER = 10-3에서 기존 성상도보다 약 2.52 [dB] 개선

된 성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성능개선

의 주된 이유는 변형 경사하강검색법의 성상도 최적화 

알고리즘과 새로운 이진사상규칙의 적용 때문인 것으

로 분석된다.

Ⅴ. 결  론

본 논문에서는 변형 경사하강검색법을 이용한 새로

운 나선 직교진폭변조 신호성상도와 이를 위한 새로운 

이진사상규칙을 제시하였다. 기존 방법과는 달리 새로

운 검색법은 반복설계를 위한 파라미터로 최대 반복 횟

(a)

(b)
Fig. 6 The original constellations of spiral 64-QAM 
(a) the conventional (b) the proposed 

(a)

(b)
Fig. 7 The received constellations in the presence of 
AWGN and phase noise (a) the conventional (b) the 
proposed

Fig. 8 The SERs of 64-QA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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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뿐만 아니라 성상도 최적화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위

상잡음에 더욱 강인한 특성을 가진다. 또한, 새로운 이

진사상기법은 나선 직교진폭변조 성상도에서 동일한 

경계를 공유하는 필드 수를 최소화하도록 필드 분포를 

조정함으로써 기존 사상 규칙에 비하여 다중 비트 경계

의 수를 크게 감소시킨다. 모의실험 결과, 제안된 나선 

직교진폭변조는 기존 성상도에 비하여 위상잡음에 대

한 강인성이 증가되어 훨씬 향상된 심볼오류성능을 가

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새로운 이진사상규칙은 

고차 나선 직교진폭변조 성상도의 평균 해밍거리를 크

게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제안된 나선 직

교진폭변조는 위상잡음이 오류성능에 크게 영향을 미

치는 코히어런트 광통신시스템과 직교 주파수분할다중

화 시스템을 사용하는 미래 디지털 전송시스템에 유용

한 변조방법인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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