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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에서는 시간 역 상잡음 이론의 기 가 되는 기존 3가지 상편이 모델의 모델링 정확도를 평가

한다. 평가를 해 간단한 2차원 오실 이터의 상편이 임펄스열 응답을 이 3가지 상편이 모델이 얼마나 

정확하게 모델링 하는지를 조사한다. 평가 결과, 5가지 임펄스열 입력에 해서 오실 이터의 상편이 임펄스

열 응답을 가장 정확하게 반 하는 모델은 Kaertner 모델이었고 가장 부정확하게 모델링하는 모델은 PP 모델

이었다.

ABSTRACT

This study evaluates the modeling accuracy of the existing three phase shift models on which the time domain oscillator phase 

noise theories are based. For the evaluation, this study investigates how accurately the three models can model the phase shift 

impulse train response of a simple planar oscillator. Evaluation result reveals that Kaertner model most accurately reflects the 

oscillator's phase shift impulse train responses for five different impulse train inputs, whereas PP model exhibited the worst 

performance in modeling the phase shift impulse train respon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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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재까지 제시된 오실 이터의 상편이(phase 

shift) 모델은 projection-based ISF model(이하, ISF 

모델), perturbation projection-based model(이하, PP 

모델), Kaertner's model(이하, Kaertner 모델)등 세 

가지이다[1-3]. 시간 역에서의 부분의 상잡음 

이론은 이 3가지 모델을 기반으로 하여 개되었다. 

따라서 오실 이터의 정확한 상잡음 이론을 정립하

고자 할 때 이 3가지 모델  다양한 오실 이터

[4-7]가 나타내는 상편이 상을 가장 정확하게 모

델링할 수 있는 상편이 모델을 선택하는 것은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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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한 일이다[8]. 

본 연구에서는 상기 3가지의 상편이 모델  

상편이 상을 가장 정확하게 모델링할 수 있는 모델

을 선택하기 해, 상기 3가지 상편이 모델이 얼마

나 정확하게 상편이 상을 모델링하는지를 평가한

다. 모델의 평가를 해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오실

이터는 van der Pol 오실 이터처럼 수학 으로 개념

화된 간단한 2차원 오실 이터를 사용한다. 이 오실

이터는 비선형해의 선형화로부터 Floquet 벡터를 해

석 으로 얻을 수 있다[8]. 실재  자회로로 이루어

진 오실 이터를 사용하지 않은 것은, 이들이 나타내

는 Floquet 벡터를 해석  형태로 얻기가 부분의 

경우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보다 객

인 평가를 보장하기 해, 서로 다른 5가지 형태의 

임펄스열 입력에 반응하는 2차원 오실 이터의 

PSITR에 한 모델링 정확도 평가를 실시한다.

Ⅱ. 2차원 오실 이터와 3가지 모델의 
임펄스열 입력에 한 PSITR

외부잡음 에 의해 교란된 2차원 오실 이터의 

행동을 극좌표계로 기술하는 상태 방정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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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정하 다. 는 외부잡음에 의해 교란되

지 않은 오실 이터가 정상상태에 도달한 후 편이 시

간 에서 평가된 상태벡터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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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2차원 오실 이터의 PSITR은 아래와 같은 과정에 

의해서 구한다. 임의 형태의 임펄스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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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해서 식 (1)을 수치 해석 으로 풀어 임펄스열 

입력에 의해 교란된 를 구한다. 다음으로  

으로 둔 다음 식 (1)을 수치 해석 으로 풀어 외부잡

음에 교란되지 않은 를 구한다. 구하고자 하는 2

차원 오실 이터의 PSITR은 와 의 차인

  (6)

이다. 참고문헌[8]에 의하면 임의 임펄스열에 한 

ISF, PP , Kaertner 모델의 PSITR은 아래의 식 (7), 

(8), (9)로 각각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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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각 모델의 상편이  ,  , 

와 시간편이  ,  , 와의 계는 

식 (2)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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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실험 결과

그림 1은 크기가 균등한 임펄스열에 하여 2차원 

오실 이터가 나타내는 PSITR을 3가지 모델이 얼마

나 충실하게 모델링 하는지를 나타낸다. 그림 1(a)는 

식 (5)로 표 되는 균일 임펄스열 (식 (5)에서   

가 일정한 경우)를 나타내고 그림 1(b)는 식 (1)을 수

치 해석 으로 풀어 얻어진 오실 이터의 PSITR(‘o’

으로 표시)과 식 (7)에 의해 얻어지는 ISF 모델의 

PSITR(‘·’로 표시), 식 (8)에 의해 얻어지는 PP 모델

의 PSITR(‘·-’ 으로 표시), 그리고 식 (9)에 의해 얻

어지는 Kaertner 모델의 PSITR(실선으로 표시)등을 

나타낸다. 그림 1(b)에서 보듯이 Kaertner 모델이 2차

원 오실 이터의 PSITR을 가장 정확하게 모델링함을 

알 수 있다. ISF 모델은 비교  양호하게 오실 이터

의 PSITR의 궤 과 일치하고 있으나 PP 모델은 심

각한 불일치를 보이고 있다. 특히 PP 모델은 오실

이터의 PSITR과 심각한 편차를 보인다. 각 모델의 

PSITR과 오실 이터의 PSITR과의 평균오차는 ISF 

모델의 경우 7.42·10
-3 

rad, PP 모델의 경우 3.66·10
-2 

rad, Kaertner 모델의 경우 4.84·10
-4 

rad이다. 그림 2

는 사인  임펄스열에 하여 2차원 오실 이터가 나

타내는 PSITR과 3가지 모델의 PSITR을 비교한 것이

다. 그림 1의 경우와 유사하게 Kaertner 모델이 2차원 

오실 이터의 PSITR의 궤 을 가장 착하여 추 하

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ISF 모델은 상기 궤 과 

비교  무난한 일치도를 보이고 있으나 PP 모델은 

오실 이터의 PSITR과 심각한 불일치를 보인다. 각 

모델의 PSITR과 오실 이터의 PSITR과의 평균오차

는 ISF 모델의 경우 4.57·10
-3 

rad, PP 모델의 경우 

7.18·10
-2 

rad, Kaertner 모델의 경우 5.99·10
-5 

rad이

다. 그림 3은 삼각  임펄스열에 하여 2차원 오실

이터가 나타내는 PSITR과 3가지 모델의 PSITR을 비

교한 것이다. 그림 1의 경우와 유사하게 Kaertner 모

델이 2차원 오실 이터의 PSITR의 궤 을 가장 착

하여 추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ISF 

모델과 PP 모델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 오실 이터의 

PSITR의 궤 과  멀어짐을 알 수 있다. 각 모델

의 PSITR과 오실 이터의 PSITR과의 평균오차는 

ISF 모델의 경우 4.36·10
-2  

rad,  PP 모델의 경우 

9.46·10
-2  

rad,  Kaertner  모델의 경우 5.2·10
-4 

(a)

(b)

그림 1. 균등 임펄스열 입력에 반응하는 2차원 
오실 이터의 PSITR에 한 세 가지 모델의 

PSITR의 비교. (a) 균일 임펄스열 입력, (b) 2차원 
오실 이터의 PSITR에 한 ISF, PP, Kaertner 

모델의 PSITR의 비교
Fig. 1 Comparisons of the PSITRs of the three 
models with the PSITR of the 2-d oscillator 
responding to a uniform impulse train input. (a) 
Uniform impulse train, (b) Comparisons of the 

PSITRs of ISF, PP, and Kaertner's model with the 
PSITR of the 2-d oscillator

rad이다. 그림 4는 구형  임펄스열에 하여 오실

이터가 나타내는 PSITR과 3가지 모델의 PSITR을 비

교한 것이다. 역시 Kaertner 모델이 2차원 오실 이터

의 PSITR의 궤 을 가장 정확하게 모델링 하고 있음

을 알 수 있다. ISF 모델은 궤 과 비교  양호한 일

치를 나타내고 있으나 PP 모델은 오실 이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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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그림 2. 사인  임펄스열 입력에 반응하는 2차원 
오실 이터의 PSITR에 한 세 가지 모델의 PSITR의 

비교. (a) 사인  임펄스열 입력, (b) 2차원 
오실 이터의 PSITR에 한 ISF, PP, Kaertner 모델의 

PSITR의 비교
Fig. 2 Comparisons of the PSITRs of the three 
models with the PSITR of the 2-d oscillator 

responding to a sine-wave impulse train input. (a) 
Sine-wave impulse train, (b) Comparisons of the 
PSITRs of ISF, PP, and Kaertner's model with the 

PSITR of the 2-d oscillator

PSITR과 심각하게 분리된 궤 을 그리고 있다. 각 

모델의 PSITR과 오실 이터의 PSITR과의 평균오

차는 ISF 모델의 경우 1.2·10
-2 

rad, PP 모델의 경우 

1.26·10
-1 

rad, Kaertner 모델의 경우 2.59·10
-4 

rad이

다. 

(a)

(b)

그림 3. 삼각  임펄스열 입력에 반응하는 2차원 
오실 이터의 PSITR에 한 세 가지 모델의 PSITR의 

비교. (a) 삼각  임펄스열 입력, (b) 2차원 
오실 이터의 PSITR에 한 ISF, PP, Kaertner 모델의 

PSITR의 비교
Fig. 3 Comparisons of the PSITRs of the three 
models with the PSITR of the 2-d oscillator 

responding to a triangular-wave impulse train input. (a) 
Triangular-wave impulse train, (b) Comparisons of the 
PSITRs of ISF, PP, and Kaertner's model with the 

PSITR of the 2-d oscillator

그림 5는 랜덤 임펄스열에 하여 2차원 오실 이

터가 나타내는 PSITR과 3가지 모델의 PSITR을 비교

한 것이다. 그림 1의 경우와 유사하게 Kaertner 모델

이 2차원 오실 이터의 PSITR의 궤 을 가장 착하

여 추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ISF 모

델과 PP 모델은 오실 이터의 PSITR의 궤 과 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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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그림 4. 구형  임펄스열 입력에 반응하는 2차원 
오실 이터의 PSITR에 한 세 가지 모델의 PSITR의 

비교. (a) 구형  임펄스열 입력, (b) 2차원 
오실 이터의 PSITR에 한 ISF, PP, Kaertner 모델의 

PSITR의 비교
Fig. 4 Comparisons of the PSITRs of the three 
models with the PSITR of the 2-d oscillator 

responding to a rectangular-wave impulse train input. 
(a) Rectangular-wave impulse train, (b) Comparisons 
of the PSITRs of ISF, PP, and Kaertner's model with 

the PSITR of the 2-d oscillator

불일치를 보이고 있다. 각 모델의 PSITR과 오실 이

터의 PSITR과의 평균오차는 ISF 모델의 경우 

4.89·10
-3 

rad, PP 모델의 경우 1.75·10
-2 

rad, Kaertner 

모델의 경우 5.1·10
-5 

rad 이다.

 

(a)

(b)

그림 5. 랜덤 임펄스열 입력에 반응하는 2차원 
오실 이터의 PSITR에 한 세 가지 모델의 PSITR의 
비교. (a) 랜덤 임펄스열 입력, (b) 2차원 오실 이터의 
PSITR에 한 ISF, PP, Kaertner 모델의 PSITR의 

비교
Fig. 5 Comparisons of the PSITRs of the three 
models with the PSITR of the 2-d oscillator 
responding to a random impulse train input. (a) 

Random impulse train, (b) Comparisons of the PSITRs 
of ISF, PP, and Kaertner's model with the PSITR of 

the 2-d oscillator

Ⅳ. 결 론

본 연구에서는 5가지 임펄스열에 한 2차원 오실

이터의 PSITR을 기존에 리 알려진 3가지 상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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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모델이 얼마나 정확하게 모델링 하는지를 평가하

다. 평가 결과 Kaertner 모델이 5가지 형태의 모든 

임펄스열 해 오실 이터의 PSITR과 탁월한 일치를 

보여 가장 우수한 모델로 평가되었으며 ISF 모델은, 

사인 와 구형  임펄스열에 해서는 오실 이터의 

PSITR과 비교  만족스러운 일치도를 보 으나 그 

외의 경우는 그 지 못하 다. PP 모델은 모든 형태

의 임펄스열에 해 심각한 불일치를 보여 가장 부정

확한 모델로 평가되었다. 따라서 Kaertner 상편이 

모델을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상잡음 이론을 정립

하면 이 이론은 보다 정확한 상잡음을 측할 수 

있는 있으리라 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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