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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폴라 델타 구동 GMSK에 한 복조

방 승 철

The Demodulation for Bipolar Delta Driven GMSK

Seung-Cheol Bang

요   약

델타 구동 GMSK는 바이폴라 델타 신호로 가우시안 펄스를 생성하고 +Tb/2와 -Tb/2 사이의 차분 신호로 상 

변조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방식에 한 복조는 기존의 GMSK와는 다르게 설계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인 한 

비트 간의 상 변화를 검출하고 상 역을 경 정한 다음에 상태 이로 이진 데이터를 복원하는 방식을 설계

하 다. AWGN 채 에 한 산모의실험 결과, 이진 데이터의 런 랭스에 의한 비트 오율의 향이 확인되었으

며, 이론 인 코히어런트 복조의 BER과 비교해서 BTb=0.3에 하여 2[dB] 정도의 성능 하가 있는 것으로 분석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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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delta driven GMSK is a modulation scheme to generate the gaussian pulse by the bipolar delta signal and  

to modulate the phase function with the differential gaussian pulse between +Tb/2 and -Tb/2. The demodulation of  

delta driven GMSK differs from conventional GMSK schemes. This paper proposed a demodulation with the 

differential phase detector at the end of each bit interval. A designed detector then finds the one of the possible 

region by hard decision, in which the phase difference lies. Finally the binary data can be recovered by state  

transition process. Through the BER simulation for AWGN channel, it was found that the proposed demodulation 

effected by the run length of binary data. The simulated BER degradation of about 2[dB] was analyzed, as 

compared to the theoretical coherent demodulation with BTb=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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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GMSK는 CPM으로 력 소모와 역폭 효율이 

우수하여 력 제한 시스템에 합한 방식으로 알

려져 있다. 일반 으로 GMSK는 NRZ 펄스열을 

GLPF로  처리하여 주 수 는 상변조를 해서 

GMSK 신호를 생성한다
[1]

. 이러한 변조에 한 

부분의 복조 방식은 NRZ 펄스열을 복원하는 시스

템 구조
[2,3]

, 차분 검출 방법
[4]

, 시이 스 검출 방법 

등이 연구되었다
[5,6]

.

본 논문에서는 델타 펄스열로 발생시킨 가우시안 

펄스에 의한 GMSK 변조 시스템의 복조 방법에 

하여 연구하 다. 이 변조 방식은 기존 GMSK에서  

오차함수를 제거하고 차분기를 사용하여 심 주

수에서의 력 도를 감소시키고 유 스펙트럼을 

소하게 한 변조 방식이다
[7]

.

기존의 GMSK는 NRZ 펄스열에 한 복조에 맞

추어져 있기 때문에 델타 펄스열에 한 복조는 기

존의 방식들에 한 분석과 연구를 통해 새롭게 설

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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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인 한 비트 사이의 상 변화량

을 검출한 다음에, 이 변화량의 역을 경 정(hard 

decision) 하고, 상태 이를 통해 이진 데이터를 복

원하는 복조 방식을 설계하 다.

Ⅱ. 바이폴라 델타 구동 GMSK 변조

일반 으로 I-Q 변조된 신호 s(t)에 한 표 은 

식(1)과 같이 반송 와 상변조 함수 φp(t)의 I와 

Q 성분의 합성으로 주어진다.

       





cos







sin      (1)

여기에서 Eb는 비트 에 지, Tb는 비트 주기, ωc는 

반송 의 각주 수이다.

바이폴라 델타 펄스에 한 상변조 함수 φp(t)

를 얻기 한 시스템은 그림 1과 같이 구성하며, 그

림 1에서 b(t)는 {-1, +1} NRZ 펄스열이므로 가우시

안 펄스 생성기 입력 αk는 {-2, 0, +2} 델타 펄스

열이 된다
[7]
. 

그림 1. 상변조 시스템
Fig. 1. Phase modulation system

+Tb/2와 -Tb/2 차분을 식(4)의 e(t)로 두면, 주

수변조 함수 gp(t)와 상변조 함수 φp(t)는 식(2)와 

식(3)으로 주어진다. 가우시안 분은 오차 함수이므

로 상변조 함수는 오차함수 임을 알 수 있다
[8]

.

  ∗ (2)

   (3)

    
∞

∞


    

   (4)

   (5)

  





 


(6)

 

ln
(7)

여기에서 Tb는 비트 주기이고, mf는 변조 지수로 

GMSK에서는 0.5로 사용한다. 그리고 상함수의 

분은 1이 되도록 하기 때문에 비트 주기 Tb 동안

에 π/2의 상 변화가 발생한다.

정합필터 g(t)는 가우시안 함수를 사용해서 식(8)

과 식(9)로 구성한다.

 
 +

            (8)

    (9)

식(2)와 식(3)에 푸리에 변환을 사용해서 주 수

변조 함수 gp(t)와 상변조 함수 φp(t)를 구하면 식

(10)과 식(11)로 정리된다
[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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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는 BTb=0.3, Tb=1을 사용해서 2비트 패턴

에 한 식(11)의 특성을 알아보기 해 주어진  

것으로 바이폴라 델타 함수는 NRZ 펄스의 이 지

에 치하고 차분과 정합필터의 오차함수 특성으

로 인해 인 한 비트로 함수가 분포하게 된다.

그림 2(a)의 “01” 패턴에 한 상변조 함수는 

[0, Tb] 비트 구간에서 -π/4에서 π/4로 π/2 상 변

화를 하고 그림 2(b)의 “10” 패턴은 반 로 -π/2 

상이 변화한다. 그리고 “00”과 “11”은 델타 함수가 

생성되지 않기 때문에 “0” 상으로 이한다.

이러한 상 이는 이   재의 패턴에 따라서 

{-π/2, -π/4 ,0, π/4, π/2} 상 변화를 생성하게 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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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2비트 패턴에 한 상변조 함수
Fig. 2. Phase modulation function for 2bit pattern

이 의 2비트 상태에 한 재의 1비트 변조에 

한 상 이는 표 1에 주어졌다. 표 1에서 bk-2는 

델타 펄스 αk-1 유무를 알아보기 해 주어진 것이다.

        표 1. 상 이
        Table 1. Phase transition

bk-2bk-1 bk Phase

00 0 0

00 1 +π/2

01 0 -π/4

01 1 +π/4

10 0 -π/4

10 1 +π/4

11 0 -π/2

11 1 0

  

그림 3. 3비트 패턴에 한 상변조 함수
Fig. 3. Phase modulation function for 3bits pattern

그림 3은 이 의 2비트와 재의 1비트로 구성되

는 3비트 패턴에 한 상변조 함수 φp(t)를 나타

낸 것으로 NRZ 펄스는 {-1, +1}의 형이고 델타

함수는 {-2, 0, 2}의 펄스로 주어졌다. 그림 3을 살

펴보면 이 의 비트 상태에 의존한 상 변화가 발

생됨을 알 수 있다.

Ⅲ. 복조 시스템 구성

I-Q 간  변조 GMSK 신호를 수신하기 한 시스

템은 그림 4와 같이 구성된다
[2]

. 그림 4에서 상 펼

침(phase unwrapping)은 -π/2에서 +π/2 는 반 로

의 격한 변화(±π)를 수정하기 한 것이며, 

LPF(low pass filter)는 가우시안 채 에서의 잡음을 

이고 원하는 신호를 얻기 해 사용한다.

그림 4. GMSK 상 복조기
Fig. 4. The phase demodulator of GMSK

상 펼침을 한 신호 θ(t)는 GMSK 상변조 함

수 φp(t)와 상 잡음 θn(t)의 합으로 식(12)와 같이 

주어진다
[9,10]

.

   (12)

  tan


(13)

여기에서 nc(t)와 ns(t)는 부가 인 백색 가우시안 잡

음 θn(t)의 I와 Q 성분이고, 페이딩을 고려하지 않

으면 ρ는 무시한다.

바이폴라 델타 구동 GMSK 변조는 이 의 상태

에 의존하는 변조이기 때문에 이 의 상태를 기

으로 재의 신호를 복원해야 한다. 이를 해 k 비

트에 한 비트주기 사이의 상차 △θk를 구하면 

식(14)와 같다[5].

∆  ∆  (14)

∆     (15)

여기에서 i=0, 1, 2, 3, ..., L-1이고, L은 ISI(inter 

symbol interference) 역을 정하는 라미터이다.

본 논문에서는 단일 델타 펄스를 검출하여 이진 데

이터를 복원하는 2비트 패턴에 한 복조 시스템을 설

계하고자 한다. 이러한 경우 L=1이고 다음의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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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1을 무시하면, 식(15)는 식(16)으로 간략화 된다.

∆                  (16)

 

 
 

  (17)

제로 평균 가우시안 잡음채 에서의 ∆ 검출을 

해 식(14)의 기댓값을 구하여 정리하면 식(18)과 

같이 주어진다.

      ∆∆ 
∆ 

 


∆   (18)

그리고 ∆는 비트 주기 동안 {-π/2, -π/4, 0,  

π/4, π/2}들  하나의 상으로 이하기 때문에 

표 1로부터 이 역을 구하면 표 2와 같다.

       표 2. 상 이 역
       Table 2. Phase transition region

bk-2bk-1 bk Phase Region

00 1 +π/2

10 1 +π/4

01 1 +π/4

11 1 0 

00 0 0 

10 0 -π/4

01 0 -π/4

11 0 -π/2

표 2에서 R00=R11으로 두면 R01, R10과 함께 세 

개의 역으로 정리되며, ∆를 검출하고 역을 

결정하면 이진 데이터 복원이 가능함을 알 수 있다. 

여기에서 bk-2는 델타 펄스 αk-1유무를 알아보기 해 

주어진 것이다.

그림 5의 기 역 시스템은 그림 4의 상 복조

기로 수신한 θ(t)에서 상 변화량 ∆를 검출하

고 이진 데이터 를 복원하기 한 구성이다.

식(18)의 한 주기 동안의 상 변화에 한 평균 

∆는 그림 5에서 비트의 시작(1.5Tb)과 끝(0.5Tb)

에서 된 상차를 구해 얻을 수 있다.

델타 펄스의 치를 검출하고 비트 주기를 유지

시키기 하여 제로 크로싱 검출기(ZCD)와 타이

(timing) 조정을 사용하며[11], ±1/4Tb 범 에서 분 

값이 최 가 되도록 샘 링 구간을 조정한다. 이로 

인해 반주기 지연이 발생하고 체 으로는 1.5Tb 

지연이 생긴다.

그림 5. 기 역 시스템
Fig. 5. Baseband system

검출된 ∆는 Tb 간격으로 이진 데이터 복원을 

해 결정 과정으로 처리하며, 결정 과정은 그림 6

에 주어졌다. 여기에서 는 경 정(hard decision)

의 임계값이다.

그림 6. 결정 과정
Fig. 6. Decision process

그림 6의 결정 과정은 표 2를 사용해서 ∆의 

역을 별하고, 산모의실험에서 찰된 비정상

인 역 수정(region correction)을 한 다음에, 상

태 결정(state decision)하는 과정들로 구성한다.

그림 7. 연속 인 “0” 구간
Fig. 7. Continuous 0's interval

비정상 인 역 수정은 연속 인 “1” 는 “0”에 

하여 델타 펄스가 생성되지 않아서 발생되는 불

확실성을 수정하기 한 것으로 그림 7은 연속 인 

“0”에 하여 주어졌고 연속 인 “1”은 그림 7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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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 과 동일하다.

이진 데이터가 연속 으로 주어졌을 때 델타 펄

스는 연속 구간의 시작과 끝에서 교 로 생성되기 

때문에, 역 수정(region correction)은 구간 시작의  

상 변화량 (≪-)로부터 구간 끝의 반 된 변

화량 (≫)이 검출 될 때까지 진행된다. 그리고 

구간 내에서는 이 의 역이 그 로 유지된다.

역 결정이 완료되면, 재와 다음의 상태에 따

라서 를 복원하게 된다. 두 개의 상태 S0와 S1을 

결정하여 를 복원하기 한 정식은 식(19)와 

식(20)으로 정리할 수 있다.

  ∆∈∪∆∈∆∈ (19)

  ∆∈∪∆∈∆∈ (20)

식(19)와 식(20)에서 R00와 R11은 이 의 상태가 

유지되기 때문에 연속 인 “1” 는 “0”이 주어질 

경우에 사용된다. 결과 으로 bk-1에서 bk로의 상태 

이는 그림 8과 같으며, S0는 비트 “0”, S1은 비트 

“1” 상태에 해당된다.

그림 8. 상태 이도
Fig. 8. State transition diagram

Ⅳ. 산모의실험 결과  검토

산모의실험은 기본 인 GMSK의 이론 인 비

트 오율(BER)과 비교하기 해 AWGN 채  환경

에 하여 표 3에 주어진 라미터들을 사용해서 

매트랩으로 하 다.

그림 4의 GMSK 상복조기에서 LPF는 GMSK

의 상변조 함수(오차함수) 필터로 사용하고
[8]

, 

상 변화 ∆ 검출과 이진 데이터  복원을 해 

그림 5의 기 역 시스템을 사용한다.

변조와 복조의 반송  상은 동일(코히어런트)하

게 하 고, 델타 구동 변조 신호에 가우시안 채  

환경의 잡음(AWGN)을 부가하여 그림 4의 상 복

조기 입력 sr(t)로 사용하 다[12].

    표 3. 산모의실험 라미터
    Table 3. Simulation parameter

Parameter Value

BTb 0.3

Bit period, Tb 1

Bit energy, Eb 1

Carrier Frequency, fcTb 3

PN code length 20480

Run Length 4, 5, 6

Samples per bit, fs 32

NRZ level range ±1

Threshold value,  0.07, 0.08

Eb/No range 0∼10[dB]

역 별을 한 임계값 는 4096 랜덤 비트

열에 한 상변조 함수를 생성하고 ∆의 분포

를 구한 다음에 R00와 R11의 경계를 정하여 사용하

다. 그림 9는 랜덤 비트열의 런 랭스(run length)

를 4비트와 6비트로 조정한 다음에 ∆의 분포를 

그린 것으로 는 0.07~0.08 정도로 찰되었으며, 

그림 9에서 t=0는 비트의 끝 지 이다.

그림 9. ∆ 분포

Fig. 9. Distribution of ∆

그림 10. 역 수정 결과
Fig. 10. The results of region corr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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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GMSK에 한 코히어런트와 논 코히어런

트의 이론 인 비트 오율(bit-error rate, BER)은 식

(21)와 식(22)에 주어졌으며, BTb=0.3에 하여 ϒ
=0.68을 사용하고 식(22)는 논 코히어런트 MSK와 

동일하다
[12,13]

.

 



  (21)

  






(22)

그림 11은 설계된 복조 시스템의 비트 오율(bit 

error rate, BER)을 표 3의 라미터를 사용해서 

산모의실험 한 결과이다.

그림 11. 런 랭스에 한 설계된 복조기의 BER 성능
Fig. 11. The BER performance of designed demodulator 
for run length

그림 11을 살펴보면, 이진 데이터의 런 랭스(run 

length)가 5이하일 경우에는 코히어런트와 2[dB] 정

도 BER 성능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런 랭스 

7 이상에서는 Eb/No 10[dB] 이상에서 논 코히어런

트 경계를 넘어간다.

Eb/No가 증가하는 역에서의 런 랭스에 의한 

BER 하는 바이폴라 델타 구동 변조의 특성이 연

속 인 이진 데이터에 해서는 펄스 발생이 되지 

않기 때문에 ISI와 잡음의 향으로 발생한 상이

다. 이로 인해 비트 주기 동안의 상 변화를 경

정할 시에 변화량이 거나 반 되는 원인으로 불

확실성이 증가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런 랭스에 의한 향이 없을 때를 살펴보기 

해, NRZ 펄스를 맨체스터 코드로  처리하고 델

타 구동 GMSK 변조를 한 신호에 한 BER 성능

은 그림 12와 같이 주어졌다. 설계된 복조 방식을 

사용한 델타 GMSK1(=0.07)과 GMSK2(=0.08) 

모두 약 1[dB]의 차이를 유지하며, Eb/No가 증가하

더라도 코히어런트 성능의 변화와 유사함을 보여주

고 있다.

그림 12. 맨체스터 코드를 사용한 델타 구동 GMSK의 BER 
성능
Fig. 12. The BER performance of delta driven GMSK 
using manchester code

Ⅴ. 결  론

본 논문에서는 펄스 데이터를 NRZ 형 형태로 

입력하는 신에 바이폴라 델타로 입력하는 GMSK 

변조에 한 복조 시스템을 설계하 다. 설계된 시

스템은 I-Q 간  변조 GMSK 방식을 사용하 다.

기 역 시스템은 상 변화량 검출, 역 결정 

 수정 그리고 상태 이 과정으로 구성하 다.

상 변화량의 이 최 가 되도록 제로 크로

싱을 검출하고 샘 링 구간을 ±1/4Tb 범 에서 조

정을 한다. 역 결정은 이 의 변화량을 기 으로 

재의 변화량을 경 정하여 세 개의 역  하나

를 결정한다. 연속 인 “0” 는 “1” 구간에서의 비

정상 인 역 결정을 수정하는 그림 7과 같은 과

정  경 정을 한 임계값(0.07~0.08)은 산모의

실험을 통해 분석하여 사용하 다.

AWGN 채  환경에 한 산모의실험 결과, 

이진 데이터의 런 랭스에 의한 BER의 향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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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다. BTb=0.3에 한 기본 인 코히어런트 

GMSK의 BER과 비교해서 런 랭스 5이하에서는  

2[dB] 이하의 성능 하가 있고, 런 랭스 7 이상은 

Eb/No 10[dB] 이상에서 논 코히어런트 경계를 벗

어남이 분석되었다. 이는 바이폴라 델타 구동 

GMSK 특성이 연속 인 이진 데이터에 해서는 

펄스 발생이 되지 않기 때문에 생긴 상이다.

그러므로, 런 랭스에 의한 성능 하를 해결하기 

해 상태 비트수를 늘리고 연 정(soft decision)하

는 방식
[5]

, 런 랭스를 제한하는 선행 부호 방식  

정합필터 방식들에 한 델타 구동 GMSK의 수학

 해석  최 화에 한 연구가 필요하다
[14,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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