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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이 논문에서는 순환정상 프로세스의 고차 통계 특성을 바탕으로 2-FSK, 4-FSK, 8-FSK, MSK, BPSK, QPSK, 8-PSK, 16-QAM, 
32-QAM, 64-QAM 등 10개의 기저대역 디지털 변조신호를 자동으로 인식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변조신호의 고유한 성질을 나타내

는 특징변수로는 1차 순환 모멘트와 고차 순환 큐뮬런트를 이용하였다. 제안한 변조인식기는 크게 두 단계로 구성되며, 첫 번째 단계

에서는 1차 순환 모멘트가 나타내는 첨두치를 이용하여 M-FSK와 비FSK로 변조신호를 분류한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비FSK를 분류

하기 위해 고차 순환 큐뮬런트 값을 이용하는 Gaussian 혼합 모델 기반의 분류기를 적용하였다. 제안한 방법의 성능을 검증하기 위해

서 모의실험을 실시하였다. 모의실험 결과 제안한 분류기는 주파수와 위상 옵셋이 존재하는 환경에서도 우수한 분류확률을 나타내었

다.

Abstract

In this paper, we propose an automatic modulation classification method for ten digitally modulated baseband signals, such as 
2-FSK, 4-FSK, 8-FSK, MSK, BPSK, QPSK, 8-PSK, 16-QAM, 32-QAM, and 64-QAM based on higher order statistics of 
cyclostationary process. The first order cyclic moments and higher order cyclic cumulants of the signal are used as features of the 
modulation signals. The proposed method consists of two stages. At the first stage, we classify modulation signals as M-FSK and 
non-FSK using peaks of the first order cyclic moment. At the next step, we apply the Gaussian mixture model-based classifier to 
classify non-FSK. Simulation results are demonstrated to evaluate the proposed scheme. The results show high probability of 
classification even in the presence of frequency and phase offsets.

Keyword : Automatic modulation classification, higher order statistics, cyclostationarity, cyclic moments, cyclic 
cumulnats, Gaussian mixture model (G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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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변조인식이란 신호에 대한 사전 정보 없이 수신신호의

변조방식과 파라미터를 추정하는 기술로, 변조식별(modu- 
lation identification), 변조인지(modulation recognition), 또
는 자동변조분류(automatic modulation classification)라고

도 부른다
[1]. 수신기에서 변조인식을 통해 변조방식과 파라

미터를 추정한 후 수신신호를 심볼 또는 비트로 변환하는

복조를 수행한다. 변조인식 기술은 군용 및 민간 통신에서

전자전, 적응 통신 시스템, 스펙트럼 모니터링, 신호 및 간

섭 식별, SDR(software defined radio)[2], 무선인지(cogni- 
tive radio)[3] 등에 적용할 수 있다.
전통적인 변조인식 방법은 숙련된 기술자가 직접 신호를

관찰하고 분류하는 방식이었다. 그러나 무선통신 기술이

급속도로 발달하면서 전보다 더 복잡하고 다양한 변조신호

가 등장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전통적인 방식은 점차 한계

를 보이기 시작했고, [1]을 필두로 20여 년 동안 자동으로

변조신호를 인식하기 위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변조인식

방법은 크게 공산함수(likelihood function)을 이용한 방법

과 특징변수(features)를 이용한 방법으로 구분할 수 있다
[4].

공산함수를 이용한 방법
[5]
은 수신신호로부터 공산함수를

정의하고, 공산율 검사(likelihood ratio test)를 통해 변조방

식을 분류한다. 공산함수를 이용한 방법은 계산의 복잡도

가 크고 타이밍, 위상, 주파수 등의 옵셋과 위상 잡음에 매

우 민감하기 때문에 실제 적용 환경에서는 잘 쓰이지 않는

다. 이에 반해 변조신호의 고유한 특징변수를 이용하는 방

법은 실제 적용 환경에서도 적절한 특징변수와 분류 알고

리듬을 설계했을 때 최적에 가까운 성능을 나타낸다. 
특징변수를 이용한 방법은 그림 1에 나타낸 바와 같이

특징변수를 추출하는 단계와, 추출된 특징변수를 이용하여

파라미터를 추출하고 변조방식을 분류하는 단계로 구성된

다
[6]. 지금까지 연구된 특징변수로는 포락선, 순시위상, 순

시주파수의 분산
[7], 근사 엔트로피(approximate entropy)[8], 

웨이블릿 변환(wavelet transformation) 후 진폭의 분산
[9], 

순시위상의 확률밀도함수
[10], 확률적 모멘트(moment) 및

큐뮬런트(cumulant)[11], 신호의 순환정상성(cyclostationa- 
rity)을 이용한 특징변수

[12-16] 등이 있다. 특히, 신호의 순환

그림 1. 특징변수 기반 변조인식 처리 절차
Fig. 1.  Processing procedure of feature-based modulation recognition

정상성을 특징변수로 이용한 변조인식 방법은 변조신호의

전처리가 불필요하고 반송파 주파수, 심볼율과 같은 사전 정

보를 필요로 하지 않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신호의 순환정상성을 이용하는 변조인식기를 제안하였다. 
변조인식 방법은 대상이 되는 변조신호의 종류와 개수에

따라 특징변수와 분류기를 포함한 전체적인 구조가 달라진

다. [12]에서는 순환정상 신호인 M-FSK를 분류하기 위해

1차 순환 모멘트(first order cyclic moment)를 특징변수로

이용하였다. M-FSK의 1차 순환 모멘트는 등간격으로 변조

차수와 동일한 첨두를 나타내기 때문에 새로운 첨두 검출

방법이 제시되었다. [13]에서는 아날로그와 디지털 변조신

호에 대해 두 단계의 변조인식 방법을 제시하였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변조신호별로 나타내는 독특한 스펙트럼 상관

밀도(spectrum correlation density)의 패턴을 이용하기 위해

신경망(neural network) 분류기를 적용하였다. 그 결과로서

변조신호를 AM, BPSK. 2-FSK, CDMA와 M-ASK, M- 
QAM, M-PSK, OFDM 그룹으로 분류한다. 다음 단계에서

는 4-ASK, 8-ASK, QPSK, 8-PSK, 16-PSK, 16-QAM, 
64-QAM와 같은 고차 변조신호를 분류하기 위해 고차 순

환 큐뮬런트(higher order cyclic cumulant)를 특징변수 이

용하는 판정 트리 방식의 분류기를 적용하였다. [14]에서는

4-ASK, 8-ASK, BPSK, QPSK, 8-PSK, 16-PSK, 16-QAM, 
64-QAM의 분류를 위해 8차 고차 순환 큐뮬런트를 특징변

수로 이용하고, 이론적인 고차 순환 큐뮬런트값과 추정된

값의 유클리드(Euclidean) 거리를 구하였다. 이와 비슷하게

[15]에서는 4-QAM, 16-QAM, V.29를 분류하기 위해 4차
와 6차 고차 순환 큐뮬런트를 특징변수로 이용하고, 공분산

의 개념이 도입된 마할라노비스(Mahalanobis) 거리를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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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이 논문에서는 특징변수를 바탕으로 10개 디지털 변조신

호의 변조방식을 자동으로 인식하기 위한 방법을 제시하였

다. 대상으로 하는 변조방식은 2-FSK, 4-FSK, 8-FSK, 
MSK, BPSK, QPSK, 8-PSK, 16-QAM, 32-QAM, 64-QAM 
으로, 이와 같은 변조신호를 모두 포함하는 방법은 아직 제

시되지 않았다. 판정 트리 기반 분류기
[13]

는 상위 단계에서

잘못된 분류 결과를 하위 단계에서 바꿀 수 없고, 단순한

최소 거리 분류기
[14]
는 특징변수의 분포함수를 반영하지 못

하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기존 분류기의 단점을 보완하고

자 특징변수의 확률분포를 고려하는 GMM(Gaussian Mix- 
ture Model) 기반의 분류기를 제안하였다. 제안한 구조는

크게 두 단계로 구성된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변조신호로

부터 1차 순환 모멘트를 추출하고, 추출한 1차 순환 모멘트

에서 검출한 첨두의 개수로 변조신호를 M-FSK와 비FSK
로 분류한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분류된 비FSK에서 고차

순환 큐뮬런트 추출하고, 3개의 GMM 분류기를 적용하여

비FSK를 분류한다. 

Ⅱ. 순환정상 프로세스의 고차 통계 특성을
이용한 특징변수

시간에 따라 주기적으로 변하는 통계적 성질을 가진 신

호를 순환정상(cyclostationary) 신호라 한다. 수학적으로

어떤연속신호 에 차 비선형변환 ·를취했을 때

그 결과 신호    가 유한한 진폭의 정현파 성

분을 나타내면 신호 는 차 순환정상이라 한다[19]. 어
떤 신호가 단일 주기 또는 복수의 주기를 가지는 정현파

성분을 포함하면 Fourier 변환을 했을 때 주파수 영역에서

선 스펙트럼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특성은 통신 신호, 레이

더 신호, 수중 음파 신호와 같은 대부분의 인위적 신호의

검출과 식별에 활용할 수 있다.

1. 1차 순환 모멘트

순환정상 프로세스 의 지연시간 벡터  ⋯  

와 시간 에 대한 차 공액  모멘트(moment)는 다

음과 같이 정의된다
[19].

   ≡  
   



 
  



   (1)

예를들어 (2,1) 모멘트는    
  가

된다.
는 순환정상 프로세스이므로 의 모멘트는 주기

적 특성을 가진다. 따라서   모멘트    를 다

음과 같이 Fourier 급수로 전개할 수 있다.

    
∈ 




 


(2)

여기서 Fourier 계수 
 는    모멘트  

에 포함된 순환 주파수가 인 성분의 진폭을 나타내는것

으로,  의    순환 모멘트(cyclic moment)라 부

르며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lim

→∞

 

 



  
  (3)

식 (3)은 의 Fourier 변환의 주파수 성분 에

해당하는 것으로 모멘트   의 순환(cycle) 주파수

라 하며, Fourier 변환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다. 


 ≡


   (4)

여기서  는 주파수 축을 로 표시한 Fourier 변

환을 나타내고,  는 심볼 주기를 나타낸다. 
식 (4)에서 지연시간 벡터를 으로 놓은 경우의   

순환 모멘트를 순환 주파수 를축으로 하는 순환 스펙트

럼(cyclic spectrum)이라고도 한다.   인 경우

1차 모멘트는 의 평균을 나타내고, 그 Fourier 계수는

1차 순환 모멘트가 된다. 
그림 2는 10개 변조신호에 대해 순환 주파수를 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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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10 가지변조신호의추정된 1차순환스펙트럼(SNR=10dB, 심볼수
2400)
Fig. 2. The first order estimated cyclic spectra of 10 modulation signals 
with SNR=10dB and 2400 symbols

하고 정규화된 1차 순환 모멘트를  축으로 하여 나타낸

것이다. 그림 2에서 M-FSK는 변조 차수와 동일한 개수의

첨두치를 가지는것을 볼 수 있다. 반면에 나머지 변조신호

는 순환 주파수 0 부근에 순환 모멘트의 크기 값이 몰려

있을 뿐 뚜렷하게 구별되는 첨두치를 갖지 않는다. 따라서

1차 순환 모멘트를 M-FSK 와 비FSK를 분류하기 위해 사

용할 수 있을뿐만아니라, M-FSK의 변조 차수를 추정하기

위해서도 사용할 수 있다.

2. 고차 순환 큐뮬런트

  큐뮬런트(cumulant)는 다음과 같이   모멘트

로부터 구할 수 있다[19]. 

  


 
∈



   (5)

여기서   ⋯은 모든 파티션의 집합이며 한

개의 파티션은 서로 공통된 원소를 갖지 않는 번호

  ⋯ 의 부분집합으로 구성된다. 는 한 파티션내

의 원소의 개수, 한 파티션에 속한 번호의 집합은 이다. 

  큐뮬런트는 Fourier 급수로 전개할 수 있으며, 이
때 Fourier 계수를   순환 큐뮬런트(cyclic cumulant : 

CC)라 한다. 따라서   순환 큐뮬런트 
는 다

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lim

→∞

 

 



  
  (6)

여기서     (는임의의 정수, 는 주

파수 옵셋)로서 순환 큐뮬런트의 순환 주파수를 의미한다. 
여러 변조신호에 대해 8차까지의 이론적인   큐뮬

런트는표 1과 같이 알려져있다
[14]. (2,1) 큐뮬런트는 모멘

트와 동일하며 심볼의 전력(분산)을 나타낸다. 이 3이상

인 경우를 고차 순환 큐뮬런트라 하며, 기저대역 신호자리

도(signal constellation)의 분포 특성을 나타낸다.

MSK BPSK QPSK 8PSK 16QAM 32QAM 64QAM
 0 1 0 0 0 0 0
 1 1 1 1 1 1 1
 0 2 1 0 0.68 0.19 0.62
 0 2 0 0 0 0 0
 1 2 1 1 0.68 0.69 0.62
 0 16 0 0 0 0 0
 0 16 4 0 2.08 0.57 1.79
 0 16 0 0 0 0 0
 4 16 4 4 2.08 2.11 1.79
 0 272 34 1 13.98 1.99 11.50
 - 272 0 0 0 0 0
 - 272 34 0 13.98 3.84 11.50
 - 272 0 0 0 0 0
 33 272 34 33 13.98 13.78 11.50

표 1. 0평균, 0분산 큐뮬런트의 이론적인 절대값
Table 1. Theoretical absolute value of cumulants of zero-mean and 
unit variance[14]

Ⅲ. GMM 알고리듬을 적용한 분류기

GMM은 가중치를 가지는 다수의 다차원 Gauss 분포함

수의 합으로 표현되는 모수적(parametric) 확률 밀도 함수

이다[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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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GMM 기반 분류기의 처리 절차
Fig. 3. The processing flow for GMM-based classifier

  
  



   (7)

여기서    은 특징변수데이터   
  에 대해

를 미지의 파라미터로 가지는 번째 군집 의 Gauss 

분포함수이다. 는 평균 와 공분산 행렬 를 원소로

가지는 집합이다. 는 번째 군집의 사전확률(a priori 

probability)  로서 혼합 가중치의 역할을 한다. 모든

미지의 파라미터를 집합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  (8)

이러한 파라미터는 GMM 우도의 기대치를 최대화하는

기대치-최대화(expectation maximization: EM) 알고리듬을

사용해서 추정할 수 있다[20]. 
그림 3은 GMM을 적용한 분류기의 변조인식 처리 절차

를 나타낸다. 임의로 생성한 변조신호로부터 추출한 특징

변수들은 변조방식별로 구별되는 군집을 이루며, GMM을

이용해서 이러한 군집의 확률분포를 모델링할 수 있다. 최
종적으로 수신 신호의 특징변수와각군집간의 사후확률(a 
posteriori probability : MAP)을 계산한 후 최댓값을 나타내

는 군집으로 수신 신호의 변조방식을 결정할 수 있다.

Ⅳ. 제안하는 변조인식 방법

1. 변조 인식기 구조

제안하는 변조 인식기는 그림 4와 같은 구조를 가지며

크게 두 단계로 구성된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수신 신호의

1차 순환 모멘트를 특징변수로 사용하고, 1차 순환 모멘트

의 첨두치의 개수를 추정하여 M-FSK와 비FSK를 분류한

다. 또 첨두 검출 알고리듬을 적용해서 첨두치 개수를 추청

하고, 이로부터 M-FSK의 변조차수를 추정한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비FSK를 분류하기 위해 (4, 2), (6, 

3), (8, 0) 순환 큐뮬런트를 특징변수로 하고, 3개의 GMM 
기반 분류기를 적용한다.

그림 4. 제안한 변조 분류 방법
Fig. 4. The proposed modulation classification scheme

2 M-FSK 인식 방법

M-FSK를 인식하기 위해 정규화된 1차 순환 모멘트의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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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를 특징변수로 하여 1차 순환 모멘트를 구한 후 첨두 검

출 알고리듬을 적용한다. 
M-FSK 인식 알고리듬은 다음과 같이 5단계로 진행된다. 

(1) 수신신호의 정규화된 1차 순환 모멘트의 크기를 구한다.  
(2) 양의 순환 모멘트 구간에서 첨두 검출 알고리듬을 적

용한다. 즉  길이의창을 이동시키며 창 내에 포함

된 순환 모멘트의평균을 구한다. 평균값에 상수 을

곱하여 문턱값으로 놓는다. 창의 크기  는 인식대

상 신호의 최소 심볼율 보다 작으면 된다. 
(3) 추정된 1차 순환 모멘트에서 문턱값 보다큰첨두치

를 찾는다.
(4) 다시 창을 이동시키며 윈도우 내에 포함된 첨두치

중에서 가장 큰 것을 찾는다.
(5) 다음 규칙에 따라 변조방식을 분류한다.

① 순환 주파수가 검출되지 않았다면 (즉첨두치가

존재하지 않으면) 해당신호를 비FSK로 분류하

고, 1개 이상이면 FSK로 분류한다. 
② 순환 주파수의 개수가 1개 이면 2-FSK, 2개 이면

4-FSK, 3개 또는 4개 이면 8-FSK로 분류 한다.

그림 5는 8-FSK의 1차 순환 모멘트에 대해 첨두 검출

알고리듬을 적용한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그림에서 추정

그림 5. 8FSK에 적용한 첨두 검출 알고리듬
Fig. 5. Peak detection algorithm with 8FSK

된 1차 모멘트의 순환 스펙트럼과 창의 크기가   ,
상수   인 경우의 계산된 문턱값을 볼 수 있다. 창의

크기와 상수는 모의실험을 통해 설정하였다. ○는 추정된

첨두의 위치를 나타내고, ⋆은 최종적으로 추정된 첨두치

를 나타낸다. 
그림에서 ○가 위 아래 같이 있는 것은 실제로 순환 주

파수 가 다른 값에서 첨두가 있는것을 의미한다. 데이터

의 평균을 이용하는 첨두 검출 알고리듬을 적용함으로써

피크 잡음 등에 의한 잘못 검출할 확률을 줄일 수 있다.

3. 비FSK 분류 방법

비FSK를 분류하기 위해서 모두 3개의 GMM 기반 분류

기를 사용한다.
첫 번째 GMM 기반 분류기는 (4, 2) 및 (6, 3) 순환 큐

뮬런트를 특징변수로 사용하고, 7개 변조신호인 MSK, 
BPSK, QPSK, 8-PSK, 16-QAM, 32-QAM, 64-QAM을 분

류한다. 이때 QPSK와 8-PSK, 16-QAM과 32-QAM의 (4, 
2) 및 (6, 3) 순환 큐뮬런트 값은 서로 뚜렷하게 구별되지

않는다. 따라서 다른 특징변수를 사용하여 각각 한 번 더

분류기를 적용한다. 즉두 번째와 세 번째 GMM 기반 분류

기는 (8, 0) 순환 큐뮬런트를 특징변수로 사용하고, 각각
8-PSK와 16-QAM, 32-QAM과 64-QAM을 분류한다. 
그림 6은각 GMM 기반 분류기의 학습을 위해 사용되는

특징변수의 참조 데이터를 나타낸다. 그림 6(a)는 첫 번째

분류기의참조데이터로 사용되는 7가지 변조신호의 (4, 2) 
및 (6, 3) 순환 큐뮬런트의 분포를 나타낸다. QPSK와

8-PSK, 16-QAM과 32-QAM의 특징변수가 이루는 군집이

서로 겹쳐있어 구별되지 않음을 볼 수 있다. 그림 6(b)와
6(c)는 두 번째와 세 번째 GMM 기반 분류기의 참조 데이

터로 사용되는 (8 ,0) 순환 큐뮬런트의 분포를 나타낸다. 가
로 축인 신호대잡음비(signal-to-noise  ratio : SNR)가 향상

될수록변조방식에 따라 특징변수가뚜렷하게 구분됨을 확

인할 수 있다.
GMM 기반 분류기는 EM 알고리듬을 이용하여 이와 같

은 참조 데이터의 확률분포를 추정 한 후, 다수의 다차원

Gauss 분포함수로참조데이터를 모델링한다. 그림 7은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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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그림 6. GMM 기반 (a) 분류기 1, (b) 분류기 2, (c) 분류기 3에서 사용되는 순환 큐뮬런트로 구성된 참조 데이터
Fig. 6. Reference data consisted of cyclic cumulants for GMM-based (a) classifier 1, (b) classifier 2, (c) classifier 3

(a) (b) (c)

그림 7. (a) MSK 신호의 (4,2), (6,3) 순환큐뮬런트, (b) QPSK와 8PSK의 (8,0) 순환큐뮬런트, (c) 16QAM와 32QAM의 (8,0) 순환큐뮬런트참조데이터의
추정된 확률분포

Fig. 7. Estimated probability distribution of reference data (a) (4, 2) and (6, 3) cyclic cumulants of MSK, (b) (8, 0) cyclic cumulant of QPSK 
and 8-PSK, (c) (8, 0) cyclic cumulant of 16QAM and 32QAM

 가지 변조신호 참조 데이터의 추정된 확률분포를 나타낸

다. 그림. 7(a)는 2개 특징변수 (4, 2) 및 (6, 3) 순환 큐뮬런

트를축으로 분포함수를 나타낸것이며, (b)와 (c)는 특징변

수 (8, 0) 순환 큐뮬런트에 대해 각각 8-PSK와 QPSK, 
16-QAM과 32-QAM의 분포함수를 나타낸것이다. 분포함

수는평균과 공분산(변수가 2개 이상인 경우), 또는 분산(변
수가 1개인 경우)에 의해 결정된다. 
일단 참조 데이터의 분포함수가 추정되면, 변조인식을

하고자 하는 수신신호의 특징변수를 계산한다. 그 다음 계

산한 특징변수의 값에서 가장 높은 확률을 나타내는 변조

방식으로 신호의 변조방식을 결정한다. 
GMM 기반 분류기의 성능을 결정하는 가장 큰 요인은

해당변조방식을 잘 나타낼수 있는 적절한참조데이터를

사용하는것이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실제 환경을 고려

하여 잡음이 추가된 변조신호로부터 추출한 특징변수를참

조데이터로 이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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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모의실험 결과

모의실험에서 인식하고자 하는 변조방식은 2-FSK, 
4-FSK, 8-PSK, MSK, BPSK, QPSK, 8-PSK, 16-QAM, 
32-QAM, 64-QAM 등 10개의 기저대역 변조신호를 대상

으로 한다. 변조신호의 심볼은 독립적이면서, 동일한 확률

분포를 따른다는 것을 가정하였다. 과표본화율 는 16이
고, M-PSK, M-QAM 신호의 펄스 성형을 위한 롤오프율

(roll-off factor)은 0.35, 주파수 옵셋은 심볼율 대비 0.1 까
지, 위상 옵셋은 [  ) 구간에서균일 분포를 가지는 불

규칙 변수라 가정하였다. 전송채널은 AWGN이고, 성능을

확인하기 위해각변조방식에 대해 500번 변조인식을 수행

하여 평균을 취함으로써 분류확률(probability of correct 
classification) 를 구하였다. 

그림 8은 주파수와 위상의 옵셋이 없고 심볼수가 6000일
경우 SNR에 따른 변조 인식기의 분류확률을 나타낸다. 실
선은 변조방식별 분류확률이고, 점선은 전체 변조방식에

대한평균분류확률이다. SNR이 증가함에 따라 모든신호

의 분류확률이커짐을 확인할 수 있다. SNR이 4dB 부근에

서 8-PSK와 32-QAM의 분류확률이 급격히커지는 이유는, 
낮은 SNR에서 (8, 0) 순환 큐뮬런트의 분산이 크게 증가하

그림 8. SNR에 따른 제안한 변조 분류기의 성능
Fig. 8. Performance of the proposed modulation classifier with SNR

게 되고, 이를 특징변수로 사용하는 분류기의 오분류 확률

이 커지기 때문이다. 
그림 9는 주파수와 위상의 옵셋이 없는 경우 심볼수에

따른 변조 인식기의 분류성능을 나타낸다. 동일한 SNR에
대해 심볼수가 증가함에 따라 대체로 분류확률은 커진다.  
특히 SNR이 10dB인 경우 심볼수가 6000개 이상이면 분류

확률이 1에 근접함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0dB의 경우

8000 심볼 이상에서는 심볼의 수를 증가시켜도 더 이상 분

류성능이향상되지 않음을 볼 수 있다. 이것은 8000 심볼보

다 적은 경우 SNR보다 심볼수의 영향이 크고, 그 이상에서

는 심볼수보다 SNR의 영향이 큰 것을 의미한다. 

그림 9. 심볼수에 따른 제안한 변조 분류기의 성능
Fig. 9. Performance of the proposed modulation classifier with the 
number of symbols

그림 10은 SNR이 15dB이고 심볼수가 6000일 때 주파수

와 위상의 옵셋에 따른 변조 인식기의 분류성능을 나타낸

다. 주파수 옵셋을 0부터 0.01간격으로 0.1까지 증가 시키

면서 전체 변조방식에 대한 평균 분류확률을 나타내었다. 
모든주파수 옵셋에 대해 평균 분류확률의 변화가 크지 않

은 것으로 보아 주파수와 위상의 옵셋에 큰 영향을 받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그 이유는 (4, 2) 및 (6, 3) 순환 큐뮬런트

에서 실수부와 허수부의 차수가 같아서 서로 위상이 상쇄

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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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주파수와 위상 옵셋에 따른 제안한 변조 분류기의 성능
Fig. 10. Performance of the proposed modulation classifier with fre-
quency and phase offsets

Ⅵ. 결 론

이 논문에서는 순환 프로세스의 고차 통계 특성을 이용

하여 2-FSK, 4-FSK, 8-FSK, MSK, BPSK, QPSK, 8-PSK, 
16-QAM, 32-QAM, 64-QAM 등 10가지 디지털 변조신호

의 변조방식을 인식하는 방법을 처음으로 제시하였다. FSK
와 비FSK의 분류 및 M-FSK의 변조차수 추정을 위해 특징

변수로 1차 순환 모멘트를 이용하였다. 또 비FSK인 MSK, 
M-PSK, M-QAM의 분류하기 위해 특징변수로 (4, 2), (6, 
3), (8, 0) 고차 순환 큐뮬런트를 이용하는 GMM 기반 분류

기를 제안하였다.
모의실험 결과 제안한 변조 인식기는 SNR이 5dB 이하인

경우 8-PSK와 32-QAM의 분류확률이 대체로낮지만, SNR
이 10dB 이상인 경우 6000개 정도의 심볼을 사용하면 대부

분의 변조방식에서 1에 근접하는 분류성능을얻을 수 있었

다. 또한 심볼수가 증가할수록 분류성능이 향상되었으며, 
주파수와 위상의 옵셋에 대해 크게 영향을받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한편 제안한 변조 인식기에서 GMM의 파라미

터를 추정하기 위한 계산량은  이 된다. 여기서 은

변조인식을 위해 사용한 표본의 수이다. 그러나 GMM 파

라미터는 변조인식을 적용하기 전에 한 번만 추정하면 되

므로 계산량은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 변조인식 과정에서

의 계산량은 순환 큐뮬런트 계산시 필요한 푸리에 변환에

의해 결정된다. 따라서 제안한 변조 인식기의 계산량은

 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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