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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은 술통신시스템에 사용되는 고속주 수 도약용 RF송수신기의 설계  구 에 한 연구를 주제

로 하 다. L 역의 송/수신 주 수를 당 수만홉으로 도약하여 간섭에 한 내성을 극 화가 가능하고 

자  기능을 가지는 통신시스템에 용이 가능하다. 고속주 수 도약이 가능하기 해서는 DDS Driven 

PLL 방식을 용한 고속 주 수 도약부가 필수 으로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술통신시스템의 고속주 수 

기능을 가지는 RF송수신기 설계  시뮬 이션 분석을 하 고, 구  후 주요기능  성능에 한 시험을 하

다. 시험을 통하여 당 수만홉 고속 도약을 입증하 으며, 주요 송신출력, 수신 잡음지수 등의 RF 주요성

능을 측정하 다. VSG(: Vector Signal Generator)  VSA(: Vector Signal Analyzer)를 사용하여 π/4 

DQPSK 변조신호를 발생시켜, 성상도  EVM(: Error Vector Magnitude)을 측정하여 술통신시스템에 

용하는데 문제가 없음을 사  검증하 다.

ABSTRACT

This paper presents a study on the subject for the design and implementation of high-speed frequency hopping RF transceiver used for 

tactical communications systems. Jump the transmission / reception frequency of the L-band to hop tens per second is possible by 

maximizing the immunity to interference, and is applicable to communication systems having a charging rotation function. To high-speed 

frequency hopping it is necessary to apply the necessary fast frequency hopping scheme DDS Driven PLL added. In this paper, the RF 

transceiver design and simulation analysis capabilities with fast frequency tactical communication systems, were implemented after the main 

test for functionality and performance. Was demonstrated hop high-speed jump tens per second through a test, the main transmission 

output, were measured RF key performance, such as received noise figure, by using the VSG and VSA generates a π / 4 DQPSK 

modulated signal constellation and by EVM measurement that there is no problem in applying the communications system described above 

was pre-valid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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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최근 북한의 성 치확인시스템(GPS) 교란

(Jammer) 도발에 해서 국내 안보에 심각한 을 

주고 있다. 따라서 GPS 수신기뿐만 아니라 군통신장

비에 해서  간섭  혼신에 한 항재 능력이 

요구되고 있다.  군통합작  기능의 핵심 역할을 하는 

술통신시스템의 RF송수신기는 의  재 에 

해서도 항재 능력을 보유하기 해서는 고속도약

기능이 필요하다[1].

본 논문에서는 술통신시스템의 RF송수신기 구조

와 고속 주 수 도약을 한 주 수 합성기에 해서 

소개하고, RF송수신기 설계  시뮬 이션 분석과 

RF송수신기의 구  후 주요기능  성능에 한 시

험을 하 다. 

고속도약시험을 통하여 당 수만홉 고속 도약을 

입증하 으며, 송신출력, 수신 잡음지수 등의 RF 주

요성능을 측정하 다.

시스템 단 시험을 하여 벡터신호발생기(VSG) 

 벡터신호분석기(VSA)를 사용하여 π/4 DQPSK 변

조신호를 발생시켜, 성상도  EVM(: Error vector 

magnitude) 측정하여 술통신시스템에 용하는데 

문제가 없음을 사  검증하 다.

Ⅱ. 본 론

2.1 술데이타링크 장비 개요

술데이타링크는 항공기, 지상차량 등에 장착되어 

평시  시에 군 작 수행을 한 통신장비로 활용

될 정이다. 주요 기능은 고속도약기능을 보유하여 

의 재   간섭환경에서도 성공 인 작 수행을 목

표로 하고 있다.

그림 1은 술데이타링크의 운용환경에 한 개념

도를 나타낸다.

그림 1. 술데이타링크 운용환경 개요
Fig. 1 Overview about operation environment of 

tactical datalink

2.2 RF송수신기 주요 구조  주 수도약부

술통신시스템의 RF송수신기의 주요 구조는 그림 

2와 같다. 모뎀단의 TX/RX 단이 각각 RF송수신기에 

연결된다. RF송신부는 모뎀에서 인가되는 IF신호를 1

차 으로 Fixed LO로 주 수 변환을 하고 주 수 고

속도약이 가능한 DDSDriven PLL 방식의 Variable 

LO로 2차 변환을 한다. 그 다음 고출력증폭기를 통하

여 안테나로 송신한다[2-3]. RF수신부는 송신부와 반

로 안테나로부터 수신된 신호를 필터뱅크부를 거쳐 

필터링  잡음증폭을 하고 DDS Driven PLL 방식

의 Variable LO로 1차 변환하고 Fixed LO로 2차 변

환을 하여 모뎀 RX단으로 신호를 달한다[4].

그림 2. RF송수신기 주요 구조
Fig. 2 Configuration of RF transcei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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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주 수 도약이 가능하도록 하는 DDS(: Direct 

Digital Synthesizer) 소자구조는 그림 3과 같다. 

기 주 수로 사용되는 REF Clock으로 PLL(Phase 

Locked Loop)이 사용되고, FPGA에서 주 수 조정을 

하고 주 수 조정에 따라서 DAC(: Digital to Analog 

Converter)에서 주 수가 송출되어 진다.

그림 3. DDS 주요 구조
Fig. 3 Configuration of DDS(Direct digital synthesizer)

PLL 만을 사용하는 방식과 PLL + DDS를 용하

는 방식을 비교하면 상잡음, 동조속도, 역특성 

등의 측면에서 PLL + DDS를 용하는 방식이 매우 

우수하다. 주 수 설정의 동조속도는 0.5㎲ 이하로 설

정  구 이 가능하다.

DDS의 출력이 송신구간에서는 송신구간에 송신부

의 주 수혼합기에 연결되는 Switch가 ON되어 송신

쪽 도약에 사용되면, 수신구간에서는 수신부의 주 수

혼합기에 연결되는 Switch가 ON되어 수신부 복조를 

하여 주 수 도약 수신에 사용한다.

그림 4의 측정 형은 구 된 RF송신기의 출력 형

을 스펙트럼분석기에서 Span 0으로 설정하여 놓고 

도약 펄스를 측정하 다. 한 펄스가 11.67㎲로 1/T로 

계산하면 85,689.8 홉으로 당 85,689 홉으로 도약하

는 형을 보여 다.

그림 4. 고속 도약의 송신 형
Fig. 4 Waveform of fast frequency hopping of RF 

transmitter

2.3 RF송수신기 설계  시뮬 이션 분석

2.2 의 그림 2의 RF송수신기 주요 구조에서 세부

으로 수신부  송신부 구조를 시뮬 이션하여 주

요 성능 분석을 하 다.

그림 5. 데이터링크의 RF수신부 시뮬 이션 회로
Fig. 5 Simulation circuit of RF receiver of datalink

그림 5는 데이터링크의 RF수신부 시뮬 이션 회로

를 나타낸다. 

그림 6은 최소입력신호 벨이–115dBm의 신호가 

인가되었을 때 RF 수신단의 출력이 –15.6dBm으로 

변환되는 신호 벨다이어그램을 보여 다.

그림 6. 최소입력 인가시 신호 벨다이어그램
Fig. 6 Signal level diagram of minimum input level

그림 7은 최소입력이 –115dBm 일때의 수신부 주

요 특성을 나타낸다. 수신감도에 향이 있는 잡음지

수는 5.7dB 정도로 양호한 특성을 보인다[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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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최소입력일때의 수신부 주요 특성
Fig. 7 Main characteristic of receiver of minimum 

signal input 

RF송신단은 주로 송신출력과 IMD를 분석하 다. 

그림 8은 RF송신부의 시뮬 이션 회로를 나타낸다. 

모뎀신호를 입력으로 인가받아 2번 주 수 변환하고, 

고출력증폭부를 거쳐 안테나로 송신하게 된다.

RF송신단의 최 출력은 25W로 송신출력  IMD

를 분석하 다.

그림 8. 데이터링크의 RF송신부 시뮬 이션 회로
Fig. 8 Simulation circuit of RF transmitter of datalink

상호혼변조(IMD) 특성은 그림 9와 같다. 최 출력

이 되도록 최 입력 벨의 2개의 신호를 인가하여 상

호혼변조 신호의 성분이 30dBc로 양호한 특성을 보인

다[7-8]. 

그림 9. RF송신부의 상호혼변조
Fig. 9 Intermodulation distortion of RF transmitter

2.4 RF송수신기 주요 시험 결과

술통신시스템에 사용되는 고속주 수 도약용 RF

송수신기의 형상은 그림 10과 같다. 모뎀과 고속주

수 송수신 역할을 하는 Converter, 고출력증폭을 하는 

Power Amp, 수신 역을 필터링하는 Filter Bank와 

SPDT, Coupler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림 10. RF송신부의 형상  내부 구조
Fig. 10 Internal configuration of RF transmitter

RF수신단의 시험은 주로 수신 잡음지수와 시스템

단 시험으로 벡터신호발생기(VSG)  벡터신호분석

기(VSA)를 사용하여 QPSK 변조신호를 발생시켜, 성

상도  EVM 측정을 하 다[7-8].

첫 번째로 RF수신단의 수신 잡음지수 특성은 잡음

지수 측정장비를 사용하여 SPDT와 Coupler를 제외하

고 3.7dB로 측정된다. SPDT와 Coupler의 손실인 

1.2dB를 잡음지수 측정값에 더하면 4.9dB로 모의분석 

값인 5.7dB에 비해 0.8dB정도 차이를 보인다.

그림 11. RF수신부의 잡음지수
Fig. 11 Noise figure of RF receiver

첫 번째로 RF수신단의 수신 잡음지수 특성은 잡음

지수 측정장비를 사용하여 SPDT와 Coupler를 제외하

고 3.7dB로 측정된다. SPDT와 Coupler의 손실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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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dB를 잡음지수 측정값에 더하면 4.9dB로 모의분석 

값인 5.7dB에 비해 0.8dB정도 차이를 보인다.

두 번째로는 벡터신호발생기(VSG)  벡터신호분석

기(VSA)를 사용하여 π/4 DQPSK 변조신호를 발생시

켜, RF수신단의 출력의 성상도  EVM 측정하 다.

그림 12. RF수신부의 성상도  EVM
Fig. 12 Constellation and EVM of RF receiver

그림 12에서 RF수신부의 EVM 측정값은 RMS값이 

3.34%, Peak값은 8.84%로 우수한 특성으로 측정된다.

그림 13. EVM에 따른 BER 궤
Fig. 13 Probability of bit error increases with EVM

측정된 RMS값 3.34% 과 Peak값 8.84% 값을 그림 

13의 EVM에 따른 BER 궤 에 넣으면 1×10
-12
 이하

로 우수한 특성을 보인다.

RF송신단의 시험은 π/4 DQPSK 변조신호를 발생

시켜 송신 형을 측정하 다. 그림 14와 같이 송신단 

출력의 력은 43.14dBm으로 π/4 DQPSK의 변조신

호에 한 Back off를 감안하면 최 출력은 25W이상

을 만족한다[9]. 

상호혼변조(IMD) 측면에서 측정결과를 보면 그림 

14와 같이 30dBc를 보인다. 이 결과는 2.4 의 상호변

조특성 시뮬 이션 결과와 유사하게 측정되었다.

그림 14. RF송신부의 시험결과
Fig. 14 Test result of RF transmitter

Ⅲ. 결 론

본 논문은 술통신장비의 항재  기능을 한 고

속주 수 도약을 용한 RF송수신기의 설계  구 , 

시험결과를 기술하 다. DDS를 용하여 수만홉의 송

신부 도약을 시험을 통하여 입증하 으며, RF송수신

기의 주요 특성을 사  분석결과와 시험결과를 비교

하여 분석치 비 시험결과가 유사하게 나오는 것을 

확인하 다. 한 RF수신부에 해서는 기본 인 수

신부의 잡음지수 특성을 사 에 검증하 고 VSG  

VSA를 사용하여 π/4 DQPSK 변조신호를 발생시켜, 

성상도  EVM 측정하여 술통신시스템에 용하

는데 문제가 없음을 사  검증하 다. 본 논문을 통하

여 개발 인 항재  능력을 가지는 고속주 수 술

데이터링크 RF부의 구   시험을 기술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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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 경북 학교 자공학과 졸

업(공학사)

1992년 경북 학교 학원 자공

학(정보통신 공) 졸업(공학석사)

1993년~ 경북 학교 학원 자공학과 박사과정

1993년∼ 재 국방과학연구소 재직

※ 심분야 : 술데이타링크, 통신시스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