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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문자메세지를 송ㆍ수신하기 위하여 LabVIEW 와 USRP-2922 장비 2 대를 사용하였으며 여러가지의 parameter 를 변경하며 최적의 송수신
을 이끌어내고자 하였다. QPSK 변조를 이용하였으며 USRP parameter, Packet parameter, 그리고 Modulation parameter 총 세가지로 분류하여 시뮬레이션
을 진행하였다. 그 결과 Guard bit, Sync bit, Padding bit 를 최소한의 필요량 이상 넣어야 함을 알 수 있었고 Sample per Symbol 또한 Aliasing 을 방지하
기 위하여 대역폭을 고려하여 설정해야 함을 알 수 있었다.

Ⅰ. 서 론
NI 사의 LabVIEW 를 활용하여 통신시스템을 구현하고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각종 parameter 들을 확인할 수 있다. LabVIEW 를 이용해 MIMO
나 5G 를 개발하는 연구 사례들이 많이 있으며 무선 통신 연구 및 개발
을 하기에 용이하다[1]. 또한 NI 사의 USRP 를 활용하면 프로그램 시뮬
레이션이 아닌 실제 환경에서 쉽게 구현이 가능하다.
본 논문에서는 LabVIEW 를 이용하여 문자메세지를 송수신하는 통신시
스템의 구현방법, USRP-2922 장비 2 대를 이용하여 여러가지
parameter 에 따른 결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Ⅱ. 본 론
문자메세지 통신을 위해 PSK 방식 중 BPSK 의 확장된 개념인 QPSK
가 사용된다[2]. QPSK 는 4 개의 위상차를 가지며 각각이 45 도, 135 도,
-45 도, -135 도로 정의된다. 4 가지 2bit 디지털 신호를 전송할 수 있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같은 시간동안 BPSK 보다 2 배의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다. 또한 위상 잡음 등 잡음 환경에 강하다는 특징이 있다[3].

그림 2. Tx:30dB Rx:20Db, USRP 1 대 사용.
기존에 USRP 1 대를 가지고는 Gain 을 30, 20 을 주었을 경우 송수신이
불가능 했으나 각자 멀리 떨어진 USRP 2 대를 사용할 경우 Gain 을 30,
20 으로 설정해도 송수신이 잘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I/Q Sampling Rate 이란 USRP 에서 전송을 할 때 I/Q Mapping 을 한
후 전송하게 되는데 이 때 샘플을 얼마나 많이 만들어 내는지에 해당하
는 값을 의미한다. 네트워크 구성 및 컴퓨터 성능을 비롯한 많은 요인에
따라 변화하기도하고 실제 데이터 처리량은 Chipset 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실험실의 컴퓨터의 한계 때문인지 Rate 를 2M 이상으로 구동했을
때 컴퓨터가 작동하지 않음을 볼 수 있었다.
Symbol Rate[symbol/sec] = IQ Rate / Samples per Symbol 식을 통
해 IQ Rate = Symbol Rate * Samples per Symbol 의 단위는
[samples/sec] 가 나오게 되고 송수신하는 속도를 나타냄을 알 수 있다.

그림 1. QPSK 변조기
문자메세지의 결과를 분석하기 위해 USRP 장비의 parameter(Gain,
I/Q Sampling Rate)를 변경하며 결과를 분석하였다.
Gain 이란 출력에 대한 입력의 비를 나타낸다. 증폭기의 기능을 나타내
는 특성의 하나로 보통 입출력 전압의 크기의 비를 사용하고 이를 Gain
이라고 한다. Power 를 조절하는 것이므로 USRP 기계 자체에서 정해진
Gain 을 넘어버리면 회로에 손상이 가해질 수 있기 때문에 Gain 을 조정
할 때 적당한 값을 입력해야 회로에 손상이 가지 않는다.
USRP 1 대를 이용한 통신의 경우 안테나 간의 거리가 매우 가까워서
Rx 와 Tx 의 Gain 값을 0dB 로 설정하여도 잘 작동함을 확인할 수 있었
다. 따라서 허용치를 약간 벗어나는 수준의 Gain 을 입력해 수신이 안 되
는 실험을 진행하였다. 참고로 USRP-2922 의 허용 Gain Range
0~31dB 이다.

그림 3. I/Q Samplig Rate 500k, 1M
다음으로는 Packet 의 parameter(Guard Bit, Sync Bit, Padding Bit)를
변경하며 결과를 분석하였다.
packet 의 구성으로는 guard bits 와 sync bits 그리고 message 가 들
어가는 data bits 로 나뉜다. 적당한 개수의 guard bit 를 넣으면 오버플로
우가 감소한다. 여기서 오버플로우란 프로그래밍에서 메모리 용량을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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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값이 들어가 생기는 오류이다.

서 패킷에 패딩을 입힘으로써 패킷들 간의 구분을 확실하게 해줄 수 있
게 된다.
Padding Bit 는 모든 크기의 메시지에 적용할 수 있는데 single set bit
가 메시지에 추가되고 필요에 따라 reset bits 가 추가된다. reset bits 의
수는 메시지를 확장해야 하는 패킷의 경계에 따라 달라진다.
본 실험에서는 각종 비트를 조절했을 때 송수신 과정의 변화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전체 패킷의 크기를 먼저 정해 놓지 않고
입력한 비트들에 맞추어서 자동으로 설정이 되도록 구성했다.

그림 4. Guard Bit(0)
Guard Bit 를 0 으로 했을 경우 수신이 불가능 햇다.

그림 7. Padding Bit 2000, 0
Padding Bit 의 값을 극단적으로 작게 0 으로 설정했을 경우, 그래프 상
에서 이전 패킷과 그 다음 패킷의 구분이 어려워진 것을 한눈에 알 수
있다. 수신된 텍스트 메시지도 원래의 텍스트를 나타내지 못했다. 전송되
는 텍스트가 패딩비트의 어느 값 이상에서 깨지는지 관찰하고 싶었으나
같은 값에서도 깨지는 경우가 있고 완전히 전송되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
에 정확한 파라미터 값을 얻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무선통신의 특성상
채널특성에 여러 가지 장해요소가 있기 때문에 시뮬레이션 할 때마다 결
과가 변화하는 것 또한 관찰할 수 있었다.

그림 5. Guard Bit(30)
Guard Bit 를 30 으로 했을 경우에는 수신이 원활히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Synchronous bit 란 데이터 송신 시에, 수신 측에서 타이밍을 취하지
않고 보내는 방식에서 전송되는 데이터열의 처음과 마지막에 첨가시키는
인식용의 제어 비트 정보를 말한다. 이때 데이터 전송에서는 펄스열을 구
성하는 비트 펄스는 소정의 시간 폭으로 배열되어 있지 않으면 안 된다.

Sample per Symbol 이란 한 개의 symbol 을 몇 개의 sample 로 나누
는 지를 의미한다. 단위는 [samples / symbol]이다.
Sample per symbol 이 작아지면 샘플 간 시간 간격은 증가하고, 주파
수 간격은 감소하게 된다. sample per symbol 을 Nyquist rate 보다 과도
하게 작아지게 만들면 aliasing 발생한다. 이로 인해 신호 복구가 불가해
지고 왜곡이 일어난다[4].

그림 8. Sample per symbol 2, 8
Ⅲ. 결 론
본 논문에서는 문자메세지를 구현하기 위해 사용하는 변조 기술을
소개하였고, parameter 들을 변경하며 결과들을 분석하여 최적의 결과를
이끌어내는 적정 값들을 찾고자 하였다. 데이터 통신의 오류를 줄이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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