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속통신을 한 FM-QCSK 카오스 통신 시스템

 1183

고속통신을 한 FM-QCSK 카오스 통신 시스템

장은
*

Design of FM-QCSK Chaotic Communication System for high-speed communication

Eun-Young Jang* 

요 약

FM-QCSK(: Frequency Modulated Quadrature Chaos Shift Keying) 시스템은 여러 가지 카오스 통신 시스템 

에서 효율 인 시스템의 하나이다. 그러나 이 시스템의 문제   하나는 반 비트기간 동안을 카오스 기  신

호를 송하기 해 사용하여 결과 으로 에 지 손실을 증가시키고 데이터률을 감소시킨다.

본 논문에서는, 새로운 구조의 FM-QCSK 시스템을 제안하여 성능향상을 확인한다. 제안된 방식은 기존의 

FM-QCSK보다 낮은 BER(: Bit Error Rate)  작은 에 지 소비와 더 높은 데이터률로 동작 할 수 있을 것이다. 

제안된 카오스 변조방법에 의한 FM-QCSK의 변형은 기본 인 동 상  직교 상 채  모두에서 다  정보신

호들을 송하기 해 하나의 카오스 참조 신호를 사용하는 것이다. 결과는 제안된 방법이 AWGN채 에서 반

으로 BER=일 때 SNR이 3dB정도 이득이 있는 것을 확인 하 다. 한 참조 신호당 보낼 수 있는 최 의  

정보신호의 수가 8임을 확인하 다. 

ABSTRACT

The FM-QCSK(: Frequency Modulated Quadrature Chaos Shift Keying) system is one of the most efficient systems in chaotic 

literature. One of the problems in this system is that half the bit duration is used for sending a chaotic reference signal which leads 

to increase the energy losses and reduces the data rate. In this paper, a novel scheme to enhance the performance of FM-QCSK 

system has been proposed. With the proposed scheme, FM-QCSK would be able to operate at higher data rates with reduced  

BER(: Bit Error Rate) and energy consumption. The basic modification introduced by the proposed scheme is the use one reference 

chaotic signal to transmit multi information signals in both in-phase and quadrature-phase channels. The results showed that the 

proposed scheme have achieved more than 3 dB gains in SNR for AWGN channels respectively at BER=   over the 

conventional one. The results also showed that the optimum number information signals can be send per reference signal is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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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기존의 통신기술은 성능개선을 하여 시스템의 

선형성을 이용하 으며 비선형 시스템은 선형화하여 

http://dx.doi.org/10.13067/JKIECS.2015.10.10.1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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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 다. 그러나 이러한 기술들이 한계에 부딪치

게 되면서 비선형 시스템을 연구하기 시작하 으며 

그  하나가 카오스 시스템이다. 카오스 신호는 보

기에는 불규칙 이지만 나름 로의 규칙성을 가지고 

있으며 역성이고 비주기 이다. 한 기 조건

에 매우 민감하여 기조건을 알지 못할 경우 미래

의 값을 측하기 불가능하지만 기조건을 알고 있

다면 미래의 값 한 측이 가능하다. 이러한 특성

으로 인해 하나의 카오스 신호 발생기에서도 상호 

상 성이 낮은 많은 카오스 신호를 생성할 수 있다. 

이는 사용자의 신호 감지가 어려워지고 도청확률을 

낮춰 보안성이 우수하며, 다  경로 채 과  방

해에 강한 특성을 갖게 한다. 역 통신 시스템에 

카오스 시스템을 용하는 방법은 캐리어 신호 신 

카오스 신호를 사용하여 데이터를 변조하는 것이다. 

카오스 기반 통신 시스템들은   더 많은 방법으

로 여러 역에서 용되고 있으며 많은 변조 방법

이 제안되고 있다[1-2]. 

카오스 천이 변조(CSK : Chaos Shift Keying) 신

호가 비트 에 지의 추정에 기반한 검출을 할 때 검

출기의 임계값은 잡음 벨에 따라 달라져야 한다. 

그 지 않으면 더 많은 에러가 생길 수 있다. 이 문

제를 극복하기 해서 차동 CSK(: Differential 

CSK) 변조 기법이 제안되었다. DCSK는 일정한 임

계값을 갖는 반면, 비트 폭에 한 샘 수가 증가하

기 때문에 SNR은 개선되는 반면 데이터율이 감소하

는 상이 발생한다. DCSK의 잡음 성능을 향상시키

기 해,  주 수 변조를 이용하여 카오스 신호의 캐

리어 비트 당 일정한 에 지를 가지는 FM-DCSK 

제안되었다[3].

DCSK는 하나의 심볼에 카오스 신호와 1비트의 

정보신호를 확산하여 송하기 때문에 송 심볼 수

가 많아져 데이터율이 낮아진다. 그래서 QCSK(: 

Quadrature  CSK)가 제안되었다.

QCSK는 높은 스펙트럼 효율의 DCSK 다치 변조

로 CSK의 속도를 향상 시키도록 설계되었으며 각 

송 심볼은 2비트의 정보로 구성된다. 카오스 신호

의 비주기 인 신호 때문에 QCSK는  비트당 에

지가 같은 심볼이 송신 되더라도 수신기에서 비트 

에 지의 변화를 가지기 때문에 잡음 성능이 좋지 

않다. 이 문제를 극복하는 하나의 방법은 카오스 

FM 신호를 이용하는 FM-QCSK을 고안했다. 그러

나 심볼 구간의 반은 정보를 운반하는데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역폭의 효율이 낮다. 본 연구에서 제

안한 FM-QCSK는 상  결과를 하나의 기  카오스 

참조신호에 여러 정보신호를 송신하는 아이디어를 

이용하여 동 상과 직교 상 채 의 잡음 성능을 

개선하고 평균화하는 방법을 제안하여 에 지 소비

를 이고, FM-QCSK의 데이터 속도를 증가시킨다

[4-5]. 

 

Ⅱ. FM-QCSK 시스템

다  사용자 통신환경에서는 사용자 수를 증가시

키거나 시스템간 간섭을 이기 하여 신호의 역

폭을 한정하고 있다. 사용자의 역폭이 한정된다는 

것은 송률이 한정되어 고속의 데이터를 송하는

데 제한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이 변조 

방식의 선택에서는 비트오율 성능뿐만 아니라 역

폭 효율도 요하게 고려해야 한다. 만일 여러 비트

를 모아서 한 개의 심볼을 구성하고, 심볼 단 로 신

호를 설계하여 송한다면 심볼에 응하는 신호의 

길이가 길어져서 역폭을 일 수 있게 되므로 

역폭 효율을 높일 수 있게 된다.

직교 반송 를 사용하는 QCSK는  역폭 증가 

없이 데이터율을 두 배로 할 수 있다.

직교 카오스 기 함수  은 힐버트 변환

을 통하여 식(1)과 같이 정의할 수 있다.

≡   












 (1)

는 샘  주기[0, T]의 카오스 신호 와 

  련된 에 지로 식(2)와 같이 정의 될 수 있

다.







  






    (2)

의 직교 상 신호는 이기 때문에,  다음

과 같은 식(3)을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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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그림 1은 QCSK변조에서 2가지 방법의 성상도이

다[6].

 

그림 1. 두개의 QCSK 성상도

Fig. 1 Two version of the QCSK constellations

카오스 신호는 비주기 인 신호이기 때문에 

QCSK는  비트당 에 지가 같은 심볼이 송신 되더

라도 수신기에서 비트 에 지의 변화를 가지기 때문

에 잡음 성능이 좋지 않다. 이 문제를 극복하는 하

나의 방법은 카오스 FM신호를 이용하는 것이다. 카

오스 기  함수의 생성을 제외하고 변조와 복조방법

은 QCSK 기법을 사용하는 것과 동일하다. FM 변조

가 된 신호를 카오스 FM신호라고 하고 그 신호를 

다시 QCSK 변조하는 방법이다. 카오스 FM 신호가 

일정한 진폭을 가짐으로서 FM-QCSK 신호의 모든 

비트들은 같은 에 지를 가진다. FM-QCSK시스템

에서 카오스 참조신호  는 FM변조되어 심볼의 

반주기동안 송되고 정보신호 는 FM변조 후 

나머지 반주기에 송된다. 신호 는 식(4)와 

같이 정의한다. 

      (4)

   

    









   ≤ 







  


   










≤ 

(5)

그러므로 심볼주기 T동안의 FM-QCSK의 송신

호는 식(5)와 같으며 와 는 성상도의 신호 심볼

의 매핑 좌표이다. 와 의 각각의 심볼은 표 1과 

같다[7].

표 1. 네 개의 심볼에 한 과  

Table 1. Corresponding   and   for each quaternary 

symbol 

Symbol 00 01 10 11

QCSK         

QCSK* 
 


  


 


  

Ⅲ. 제안한 FM-QCSK변조

기존 FM-QCSK 송신호의 심볼 구간은 그림 2

의 상단에 표시된 타임 슬롯이다. 송된 심볼 구간

은 2개의 동일한 시간 슬롯으로 나 어지고    

는 각각 동 상  직교 상에 한 i번째 비트의 

정보신호를 나타내고 는 i번째 비트의 카오스 참

조 신호를 나타낸다. 기존의 FM-QCSK의 단   

하나는 모든 정보 비트는 두 개의 신호(참조신호와 

정보신호)로 송되는 것이다. 따라서 비트율(  심

볼률)이 반감되어 비트 당 송 에 지는 모든 샘  

함수의 한 비트를 나타내는 기존의 이진변조 방식에 

비해 두 배가된다.

제안한 FM-QCSK 방식의 형은 그림 2의 아래

쪽에 있으며 여기서 는 하나의 신호의 지속 기간

이고 는 캐리어신호의 에 지이다. 첫 번째 시간

슬롯을 제외하고 정보 달을 한 N개의 시간 슬롯

을 포함하는 N+1개의 시간슬롯 블록임을 확인할 수 

있다. 제안한 변조 방식의 장 은 비트 기간 T는 

 에서 로 감소한다. 즉, 데이터율

이 증가된다. 그리고 비트 당 송신 에 지 는 

에서 로 감소되고 심볼 당 등가 에

지는 에서 로 감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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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FM-QCSK와 제안한 FM-QCSK시스템의 
시간슬롯

Fig. 2 Typical time slots of the conventional FM-QCSK 
and the proposed FM-QCSK systems 

그러나 제안한 시스템은 주 수 만큼의 증가

주기성분과 고조 뿐만 아니라, 시스템 복잡성이 증

가하는 단 이 있다.

는 동 상 채 에 한 m번째 시간슬롯 

∈    에서 송된 신호를 나타낸다. 

그리고 첫 번째 시간슬롯은    로 참조신

호이고,  ±은 비트 의 정보

신호이다.    ⋯은 m번째 시간슬롯

의 수신신호를 나타낸다. 번째  번째 칩 사이의 

상 계는 식(6)과 같이 표 한다.

 













    

(6)

동 상  직교 상 채 들에 한 수신기의  m

번째  심볼 신호는 식(7), 식(8) 같다.

 

 (7)

 

 (8)

 신호는 힐버트 변환 후의 이고, 

과 신호는 동일하다.

Ⅳ. 송수신기의 구성

그림 3은 제안한 FM-QCSK변조기의 구성도이다. 

첫 번째 카오스 신호는 비트 당 일정한 에 지를 얻

기 해 FM변조 한다. 변조기는 N개의 지연 탭을 가

지고, 각 탭의 출력은 QCSK 변조기에 입력된다.

 각 N개의 심볼들은 기  카오스 신호   

송 후에 정보신호 을 송한다. 이것은 각 

시간 순간에 스 치 치를 변경시킴으로써 이루어

진다.

그림 3. 제안한 FM-QCSK 변조기 구성도

Fig. 3 Proposed FM-QCSK modulator configuration 

그림 4는 복조기의 블럭도이고  N개의 지연  

상 기의 으로 구성된다.

그림 4. 제안한 FM-QCSK 복조기 구성

Fig. 4 Proposed FM-QCSK demodulator configu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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샘 의 상 기 출력은  동 상  직교 상 

채 의 벡터 성분으로 구성된다. 수신된 정보는 참

조 신호와 정보 신호 사이의 상  직교성에 의해 수

행된다. 

표 2. ⋯   시간의 벡터

Table 2. Elements of Observation Vectors at 
⋯  s time instants 

Time   ⋯ 

 - - ⋯ -


 
 

 
 

- ⋯ -



 
 

 
 

 
 

 
 

⋯ -
⋮ ⋮ ⋮ ⋮ ⋮



 

 

 

 
⋯
 
 

 
 

표 2에 나타낸 바와 같이 m번째 샘 링 시간의  

상 기 출력이  m 번째 심볼인 (m+1)의 정보를 추

정하기 해 사용된다. 추정 정보는 벡터 

 

⋯
 로 표시되고 심볼/비트 컨버터

의 출력으로부터 얻어진다.

Ⅴ. 시뮬 이션

카오스 확산 신호는 Hannon map을 사용하고 식 

(9)와 같다.

   
 (9)

여기서  ,   의 값을 가지는 상수이

고 이산신호의 크기는 2로 범 는 [-1,1]이다. 

그리고 FM변조는 식(10)과 같다[8-9].

 cos
∞



  (10)

그림 5는 AWGN환경에서 SNR을 가변하면서 여

러 가지의 카오스 변조기의 오류 확률을 평가한 결

과이다. FM-QCSK보다 제안한 변형된 FM-QCSK

가 BER=일 때 3dB정도 이득이 있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그림 5. AWGN환경에서의 FM-QCSK, 변형된  
FM-QCSK, DCSK, QCSk 와 BPSK의 BER비교

Fig. 5 BER performance of FM-QCSK, enhanced 
FM-QCSK  DCSK, QCSk and BPSK for AWGN channel 

그림 6은 변형된 FM-QCSK에서 하나의 참조신

호에 사용하는 정보신호의 개수 N을 변형하 을 때

의 BER 특성을 비교한 결과이다. 

그림 6. 변형된 FM-QCSK의 N값의 변화에 따른 
BER비교

Fig. 6 BER performance of enhanced FM-QCSK  for 
different values of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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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의 값을 증가 할수록 오류확률이 좋아지는 것을 

확인 하 고 N의 값이 8 이상이 되면 거의 변화가 

없음을 확인 하 다.

Ⅵ. 결론

본 논문에서는 데이터의 고속화를 하여 기존의 

FM-QCSK를 개선한 시스템을 제안하고 기존의 카오

스 변조 방법들과 BER성능을 평가했다. 그리고 참조 

신호와 정보신호의 임계값을 확인하 다. 통신 시스

템에서 데이터 속도의 증가와 에 지 소비의 감소는 

요한 요구 사항이다. 제안한 카오스 시스템은 데이

터 송속도를 높이기 하여 FM-QCSK에서 하나의 

참조신호에 하나의 정보신호를 송한 것과 달리 하

나의 참조신호에 여러 개의 정보신호를 송하여 

송속도를 높일 수 있게 했다. 그리고 AWGN 채 에

서 FM-QCSK보다 BER=일 때 SNR이 3dB정도 

이득이 있는 것을 확인 하 다. 개선된 FM-QCSK의 

성능은 하나의 참조신호에 한 기  정보신호의 수

가 시스템의 복잡성을 고려하지 않았을 때 특정 임계 

값(N=8)까지 증가함에 따라 향상된다.

향후 다 사용 환경에서의 시스템 설계와 일리 

채  환경 등 다양한 채  환경을 고려한 연구  

검증된 설계로 FPGA구 과 상  길이를 변경한 시

스템 성능을 분석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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