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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본 논문에서는 전기, 전자 및 통신 관련 학과에서 필수 교과목인 통신이론을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수업에 적용한 사례를 연

구하였다. 통신이론은 푸우리에 변환, 확률이론과 같은 수학적 배경들과 많은 블록도를 바탕으로 학습하게 되며 학부 고학년 과정에서

도 난이도가 높은 과목이다. 본 논문은 진폭변조(AM, Amplitude modulation) 이론을 설명하기 위한 다양한 시뮬레이션 프로젝트를 제

시하여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려는 시도이다. AM신호를 발생하기 위하여 수식, 블록도 및 다양한 소자 사용하여 이론 학습뿐만 아니

라 실습도 대치할 수 있도록 개발하였다. 이 프로젝트에서는 DSB-LC(Double sideband - large carrier) 파형을 능동소자인 다이오드와 

트랜지스터를 사용하여 스위칭 또는 비선형 변조회로를 구현하였다. 또한 IC 부품을 사용하여 직접 AM을 만드는 과정도 추가하였다. 

시뮬레이션 결과는 기본 개념의 이해를 위하여 시간영역과 주파수영역을 강조하였다. 만들어진 AM 신호의 다양한 변수를 변화시키면

서 결과 파형을 관찰하고, 학생들이 흥미를 이끌고 동기를 부여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In this paper, the simulation project linked with the communication theory, which is an essential subject in electrical, electronic and 

communication related courses is presented. Learning of communication circuit theory based on the mathematical background using 

Fourier transform, probability theory and many block diagrams is very challenging tasks for the senior level undergraduate students. 

This paper attempts to overcome this difficulty by presenting a comprehensive project that can be used to demonstrate AM (Amplitude 

modulation) theory. An AM waveform is produced using various ways, a simple equation, a block diagram, active devices and IC 

modules. Projects are developed to concrete not only theoretical background but also practice real world. In this project, the DSB-LC 

(Double side band - large carrier) circuit is implemented using diodes and transistors, as switching or nonlinear modulation circuits. It 

also includes an AM generation using IC components. The simulation results are studied via both the time and frequency domain to 

enhance concept understanding using PSpice. The AM projects are designed to change the variables in various ways and observe the 

resultant waveforms so that students can fully understand the basic concepts and motivate their interest. 

Keywords: Communication theory, AM, DSB-LC, PSpice, Simulation

Ⓒ 2019 by The Society of Convergence Knowledge.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78 ∙ The Society of Convergence Knowledge Vol.7, No.3, 2019

1. 서 론

1.1 연구 배경

2019년 대한민국은 ‘세계 최초의 5G 상용화’ 서비스를 시작했다. 5G 이동통신 시스템은 기존의 4G LTE 기반위에서 시작되었

으며, 차량충돌방지와 무인자동차, 가상현실(VR, Virtual reality)과 증강현실(AR, Augmented reality), 사물인터넷(IoT, Internet 

of things) 등에 적용될 것이며, 지연시간(latency)은 50배 이하, 데이터속도는 10-20배 이상, 패킷오류율(PER, Packet error rate)은 

10,000배 이하, 연결 디바이스 숫자는 10-100배로 늘어날 전망이다. 이러한 기술차이 중 가장 차별화되는 특성은 CP-OFDM(Cyclic- 

prefix orthogonal frequency division multiplexing) 변조기술과 mMIMO (Massive multiple input multiple output) 안테나 기술이라

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1].

이렇게 치열하는 변화하는 기술들을 이해하기 위한 교과목은 ‘이동통신’ 또 는 ‘무선통신’관련 주제로 학부 고학년이나 대학

원과정에 설강되어 있다. 이러한 첨단 통신과목의 이론적인 기초를 제공하는 선수과목은 ‘전기자기학’과 ‘통신이론’ 교과목으로 

그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으며 따라서 대부분 전공필수 교과목이다. 그러나 학부생들은 대부분은 복잡한 수식과 

물리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하는 과목으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으며, 그 이후에 연관과목인 초고주파 공학, 안테나 공학 및 무선

통신의 교과목의 수강신청을 기피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국내뿐만 아니라 외국의 대학도 마찬가지이며,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이론과 실습을 효과적으로 

결합하고, 다양한 시뮬레이션 툴과 장비들을 결합하여 수업에 활용하여 학습효과를 최대로 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회로이론과

목을 시뮬레이터 프로그램과 수학 패키지 프로그램을 결합하고, 무선통신 교과목의 이론과 실습을 결합하고 상용 마이크로웨이

브 부품과 장비, 시뮬레이션 툴을 사용하는 새로운 커리큘럼을 제안하기도 하였다[2,3].

본 논문에서는 복잡한 장비나 값비싼 수학 패키지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고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PSpice 프로그램만을 

활용하여 통신이론의 변복조과정의 첫 번째 단계에 해당하는 진폭변조(AM, Amplitude modulation)와 관련된 부분을 순차적인 

프로젝트를 통하여 푸우리에 변환과 관련된 수식을 다루고, 블록도를 이해하며, 실제 부품을 활용하여 변복조 회로를 구현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시뮬레이션 과정에서 복잡한 수학연산을 포함하는 시간영역과 주파수 영역의 푸우리에 변환, FFT(Fast 

Fourier transform), 포락선과 변조지수 등 중요한 진폭변조의 개념을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1.2 통신실습의 유형과 구성 

통신이론 관련 교과목은 대부분 학부 2학년 또는 3학년의 필수 교과목이며, 1학기는 주로 아날로그 통신, 2학기는 디지털 통신

을 포함하는 교육내용을 포함한다. 학부교재는 푸우리에 변환과 같은 복잡한 미적분 과정과 확률변수와 관련된 내용을 기초로 

시작하고 있으며 공업수학이 필수적인 선행과목으로 요구된다. 대부분의 통신시스템 구성은 간략한 블록 다이어그램으로 표현

되어 있어 관련된 이론을 이해하기 쉽지 않으며 또한 실제로 현장에서 사용되는 회로와는 거리가 멀다[4,5]. 

학부과정에서 통신이론 관련된 실험은 교수자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학습주제에 따라서 선별될 수 있으며, 실습환경에 따라서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실제 부품과 브레드 보드를 사용하여 전형적인 실습과정, 수학 패키지 프로그램

을 사용하는 경우, 통신실습용 전용장비를 사용하는 경우 그리고 PSpice와 같은 회로설계용 시뮬레이터를 사용하는 네 가지 유

형으로 나누고 Table 1과 같이 장단점을 조사하고 비교하였다.

실제 능동소자와 IC와 R, L, C의 수동소자를 사용하는 실습의 경우 대부분 오실로스코프 스펙트럼 분석기 등 부가적인 장비가 

필요하며, IC를 활용한 디지털 통신 실습은 가능하지만, 브레드보드를 사용하여 AM 신호를 직접 발생하는 것은 용이하지 않으며 

실습교재는 주로 함수발생기나 신호 발생기의 출력 단자를 이용하여 AM과 FM 등의 아날로그 통신용 신호를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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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Various types of communication experiments

구분 장점 단점 대표적인 제품

부품 사용 실제 현장의 부품을 사용

(주로 디지털 통신 가능)

측정장비 필요

수식과 블록도 구현 불가
실습교재 중심

수학 패키지 

프로그램

수식 이해 용이

다양한 응용 가능

부품 활용 불가

고가(실습실 밖에서 활용 불가)

Matlab

MathCAD

실습 장비
모듈 구성으로 이해 용이

토픽을 선별적 선택이 용이

측정 장비 필요

고가(실습실 밖에서 활용 불가)

HBE-Comm

Lab volt

Emona

시뮬레이션 

프로그램

수식, 블록 구현가능

부품 및 모듈 가능

추가 적인 장비 불필요

실제 동작주파수에서 

연산이 어려움

PSpice (제한적 무료)

MSim (유료)

Matlab과 같은 수학 패키지 프로그램들은 수식처리가 용이하고 블록도 구현은 용이하지만 부품을 사용하는 실제 회로를 구현

하기 어렵고, 대학은 고가의 프로그램을 구매해야하는 재정적인 부담, 학생들은 집에서 활용하기 어렵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실습 장비제조회사를 통해서 제공되는 다양한 아날로그와 디지털 실습 장비들은 다양한 변복조과정을 실습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이론적인 수식과 블록도를 결합시킬 수 없으며 부가적인 측정장비들이 요구되며 가격이 고가라는 단점 또한 있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PSpice를 활용한 통신실험은 비록 시뮬레이션이지만 수식과 블록도 처리가 모두 가능하며, 산업현장에

서 사용하는 실제 소자가 적용가능하다. 또한 오실로스코프 스펙트럼 분석기와 같은 추가적인 장비도 요구되지 않으며, 학생들

에게 소프트웨어 패키지는 무료로 제공되어 실험실 밖에서도 활용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6,7].

2. 본 론

2.1 진폭변조 기본이론

일반적으로 상업방송국에서 송신용으로 사용하는 진폭변조(AM, Amplitude modulation)는 동기화(Synchronization)가 필요

하지 않고 수신기가 단순한, 진폭변조인 DSB-LC(Double sideband-large carrier)를 사용한다. DSB-LC 변조 파형은 DSB-SC 

(Double sideband-suppressed carrier) 신호인 cos에 다시 캐리어 신호  cos 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cos  cos

    cos
(1)

로 표현할 수 있으며 여기서 는 피변조파(modulating signal) 이며 변조신호 
는 진폭이   인 캐리어 cos

신호로 볼 수 있다.

푸우리에 변환을 통한 스펙트럼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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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고, 여기서 
 스펙트럼은 DSB-SC 신호 cos 가 주파수 ±에서 주기적인 임펄스신호와 더해진 것과 같다.

식 (1)에서 만약에 캐리어 진폭 가 충분히 크다면 변조된 파형의 진폭(포락선)은 에 비례하므로, 복조과정을 단순하게 

만들기 위해서, 는 충분히 크게 만들어서 항상    ≥ 을 만족하여야 한다. 

이 개념을 강조하기 위하여 캐리어에 대한 측파대의 비를 m 이라고 하면

 
  

  
(3)

이며, 피변조 신호 cos 에 대하여 정리하면


   cos   cos cos

   cos
(4)

이다. 

정현파 변조에 대한 DSB-LC 신호의 변조를 백분율로 표현하는 것이 때로는 훨씬 편리하며 

mod 
max   min 

max   min 
×


  

  
× 

  × 

 (5)

이며, 여기서 m을 AM파형에 대한 변조지수(modulation index)라고 한다[4,5].

2.2 프로젝트의 단계별 학습단계

통신이론의 AM 이론을 이해하기 위하여 개발된 프로젝트들은 먼저 수식으로 표현된 AM 파형의 발생과정과 시뮬레이션 툴을 활

용하여 회로를 구현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4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각 학습단계, PSpice 활용 부품 및 주요 학습내용은 Table 2와 같다. 

첫 번째 학습단계는 AM 파형을 수학적 표현식으로 신호를 발생할 수 있도록 구성하고 결과에서는 장비를 사용하지 않으면서

도 시간영역과 주파수영역에서 파형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두 번째 프로젝트는 대부분의 대학 교재에서 표현하는 방식으로 블록도를 사용하여 변조과정을 학습하는 방식으로 가산기와 

체배기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블록에 대한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고 변조지수의 개념과 변조지수의 변화에 따른 파형의 변화를 

관찰하면서 흥미를 유발하고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였다. 

세 번째 프로젝트는 일반적인 전자회로의 실습과 유사하게 다이오드와 트랜지스터를 활용하는 실험으로 다이오드의 스위칭 

작용과 트랜지스터의 비선형 특성을 이용해서 어떻게 변조를 하는지 학습내용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마지막으로 웹사이트를 통하여 필요한 부품을 찾고 데이터시트를 읽고 응용하여 실제 IC을 사용해서 AM 회로의 하드웨어 구

현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것으로 마무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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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된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은 AM DSB-LC 변조 회로의 동작을 설명할 수 있고, 회로에 관련된 부품을 리스

트 할 수 있으며, 다양한 회로에서 부품에서 요구되는 필요한 값을 계산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신호의 흐름을 설명할 수 있고, 어떻게 신호가 변화하고 회로의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예측하는 능력을 배양할 할 수 있도

록 Bloom의 학습목표 분류체계의 습득(knowledge), 이해(Comprehension), 적용(Application), 분석(Analysis), 융합(Synthesis) 

및 평가(Evaluation)의 6단계를 고려하려 설계하였다. 

Table 2. Learning stages of project contents

학습 단계 PSpice Parts 주요 학습 내용

이론 수식
AM 신호의 수학적 표현

Time Domain과 Frequency Domain

블록 다이어그램
변조지수에 따른 파형의 변화

DSB-LC 파형의 구현

능동소자
다이오드의 스위칭 동작으로 변조기 구현

트랜지스터의 비선형 특성을 활용한 변조기 구현

통신모듈
데이터시트 활용하기

실제 통신 모듈을 활용한 변조기 구현

2.3 컴퓨터 시뮬레이션 결과

2.3.1 수학적인 표현식

Fig. 1은 AM 신호의 수학적 표현식 식 (4)를 PSpice로 구현한 것이다. 여기서는 메시지 신호와 캐리어 신호 두 신호의 수학적인 

곱으로 AM 신호를 발생하였다. 메시지 신호의 주파수는 1KHz, 캐리어 신호의 주파수는 10KHz로 가정하였으며 이는 실제 AM 

방송주파수와는 관계가 없으면 단순히 시뮬레이션의 편의를 위하여 선정하였다. 

시뮬레이션 회로에서는 PARAMETERS 부품을 사용하여 캐리어의 진폭 A와 변조지수 m 등 다양한 입력조건을 변화시키면

서 출력 파형을 관찰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m을 0.5, 1 및 1.5로 변화시키면서 시간영역 및 주파수 영역에서 파형의 변화를 관찰

하면서, 학습의 이해를 용이하게 할 수 있다[8].

Fig. 1. AM waveform generation using equation

Fig. 2는 AM 파형의 시간영역과 주파수 영역의 응답이며, 여기서 포락선인 메시지 파형의 주파수는 1KHz이며 내부의 캐리어 

신호는 10KHz를 확인할 수 있다. 여기서 변조지수 m=0.5로 가정한 경우, 결과 파형으로부터 포락선의 최대 전압은 3V 이고 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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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압은 1V 이므로, 식 (5)에 대입하여  
  

  
 임을 역으로 확인 할 수 있다. FFT를 이용한 주파수 스펙트럼에서는 

10KHz 캐리어 주파수를 중심으로 각각 ± 1KHz 떨어진 위치에 상측파대(USB, Upperside band)와 하측파대(LSB, Lowerside 

band)가 11KHz와 9KHz에서 변조 스펙트럼이 위치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이 결과로부터 AM 대역폭은 메시지 주파수의 2배

인 2KHz가 요구되는 것을 알 수 있다. 

2.3.2 블록도 사용

Fig. 3은 전형적인 블록도로 구현된 AM 발생회로로 곱셉기(Multiplier)와 덧셈기(Adder)를 이용하였다. 먼저 피변조파인 메시

지 신호와 캐리어 신호의 곱으로 DSB-SC 신호를 만들고 다시 캐리어 신호의 합하여 구현되었다[9]. 

Fig. 3의 회로는 처음에는 변조지수 m=0.5로 설계하기 위하여 메시지 신호의 진폭을 0.5V로 가정하고 Fig. 1에서 사용한 식 (3)

과 같은 결과를 만들도록 회로를 설계하였다. 결과 파형이 동일함을 입증하여서 식 (1)과 식 (4)가 일치함을 이해하고, 또한 두 신

호의 수학적인 곱셈과 덧셈과정을 시간영역과 주파수 영역에서 이해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Fig. 3. AM waveform generation using block diagram

Fig. 2. DSB-LC waveform and spectrum @m=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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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도적으로 변조시수 m=2로 크게 만들어서, 즉 이 경우에 메시지 신호의 진폭은 실제로 20V인데, 캐리어 신호의 진폭은 10V

로 작기 때문에 충분히 변조를 할 수 없게 된다. 과변조(over-modulation)된 Fig. 4의 결과는 시간영역과 주파수 영역에서 파형의 

변화를 관찰하고 결과 파형으로부터 포락선의 최대 전압은 30V 이고 최소전압은 -10V 이므로, 식 (5)에 대입하여 

 
  

   
 임을 역으로 확인 할 수 있다. 학생들은 이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다양한 값의 변조지수를 입력하고 

시뮬레이션 하면서 시간영역에서 파형의 변화와 주파수 영역에서 스펙트럼의 변화를 이해하고, 더 나아가서 전체 캐리어 전력과 

양측파대의 전력을 계산해 볼 수 있다.

Fig. 4. Overmodulated AM waveform and spectrum @m= 2.0 

2.3.3 능동소자 사용 

앞의 두 프로젝트에서는 각각 수식과 블록을 이해하기는 용이하지만 실제로 전자회로인 하드웨어 구현에는 어려움이 있다. 

변조동작은 실제 환경에서는 스위치 또는 비선형소자의 특성을 이용하므로 Fig. 5(a) 다이오드 또는 Fig. 5(b) 트랜지스터를 이용

한다. Fig. 5(a)에서는 식(4)의 
   cos   cos  의 신호를 인가하였으며 다이오드는 스위

치로 동작하고 대역통과필터의 중심주파수는 10KHz가 되도록 설계하였다. 

Fig. 5(b)는 트랜지스터를 사용하여 AM 신호를 발생시킨 예로서 메시지는 음성주파수 대역인 4KHz이며 캐리어의 주파수는 

100KHz로 설정하였다. 캐리어 신호는 트랜지스터의 베이스 입력으로는 메시지 신호는 트랜스포머를 통하여 컬렉터 단으로 입

력되었다. 베이스 단에 입력되는 캐리어 신호의 크기에 따라서 트랜지스터는 스위치로 동작하여 ON, OFF를 반복하게 되며, AM 

변조된 신호는 컬렉터 출력단을 거쳐서 동조회로 통과하여 된다[10].

이 두 회로의 응용으로는 대역통과 필터의 설계 과정을 추가할 수 있으며, 시뮬레이션 결과로부터 % 변조지수를 계산하거나 

스펙트럼 응답으로 고조파를 확인하고 이를 제거하기 위한 또 다른 필터를 추가하는 과제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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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 5. Generation of an AM signal (a) diode (b) transistor

2.3.4 상업용 IC 모듈 사용

이 프로젝트에서는 실제 상업용 IC인 Analog Devices사의 AD633을 사용한다. AD633은 차동 입력단자 X와 Y를 가지는 사상 

아날로그 곱셈기로 매우 높은 입력 임피던스 특성을 갖고 있으며, 곱셈기, 변복조, 위상검출 및 전압제어 회로 구현 등 다양한 응

용에 사용된다[11]. 

Fig. 6(a)에서 IC의 전달함수 특성은 

 









   (6)

이며, 앞의 프로젝트와 동일하도록 메시지 신호의 주파수는 1KHz, 캐리어 신호는 10KHz로 가정하고 AD633 IC를 활용하여 Fig. 

6 (b)와 같이 변조기를 구현하였다. 먼저 피변조 신호는 X 입력단자에 캐리어 신호는 Y 입력단자에 신호를 인가하여 DSB-SC 신

호를 만들었으며, 이 출력신호를 다시 Z 입력단자를 통하여 더해지면서 DSB-LC 신호를 만들게 된다. 결과적으로 식 (6)에서 얻

어지는 AM 신호를 식 (4)와 같은 형태로 정리하면


 



modsin

sin  
sin 

 


mod
sin

sin

(7)

로 표현되며, AD633은 외부의 다른 부품을 추가하지 않아도 쉽게 선형 AM 변조기로 동작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응용단계

에서는 데이터 시트를 활용하여 AM 복조기 또는 주파수 체배기 등 다양한 고급회로를 설계하는 과제를 추가할 수도 있다.

Fig. 7에서는 변조지수 m=1로 가정한 경우로, 결과 파형으로부터 포락선의 최대 전압은 4V 이고 최소전압은 0V 이므로, 식 (5)

에 대입하여  
  

  
 로 100% 변조된 특수한 경우이다. FFT를 이용한 주파수 응답 에서는 10KHz 캐리어 전압은 2V이

고 각 측파대의 전압은 각 각 1V임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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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 6. AD633 Multiplier (a) Pin configuration (b) AM modulator

Fig. 7. DSB-LC waveform and spectrum @m= 1.0 

3. 결 론

본 논문은 통신이론 교과목의 수학적 이론과 실제 하드웨어 구현의 어려움을 돕기 위하여 AM에 관한 시뮬레이션 프로젝트를 

단계별로 설계하고 실제 수업에서 어떻게 활용하여 어떤 내용들을 학습할 수 있는지를 제시하였다. 각 프로젝트의 단계별로 필

요한 부품과 요구되는 개념을 분석하여 효과적인 활용방안을 도출하였다. 각 단계에서는 수식으로 표현되는 변조 파형, 블록도

를 통하여 구현하는 방식, 실제 사용하는 능동소자인 다이오드와 트랜지스터를 사용하여 스위치 또는 비선형소자가 어떻게 AM 

변조기로 동작하는지 알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상용 IC모듈을 사용하여 DSB-LC 신호를 만드는 과정도 제공하였다. 제시된 프

로젝트는 공학교육에 적합하도록 Bloom의 다양한 학습분류체계를 만족하도록 설계하였다. 

이 과정을 통하여 학생들은 관련된 회로의 부품과 신호 파라미터를 변경하며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통신이론을 실제 회로 구

현에 적용할 수 있으며,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 최신의 소프트웨어를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을 익힐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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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의 학습패러다임은 회로설계 및 시뮬레이션 SW 등을 수학 프로그램인 Matlab, MathCAD와 같이 사용하여 좀 더 상호작

용을 하는 실험실습으로 변화하고 있다. 제안된 프로젝트는 학생들이 회로 시뮬레이션뿐만 아니라 실제 회로 구현을 수행하는 

것을 목표로 삼기위하여 하드웨어 구현 실습이 따라야 할 것이다. 현재는 통신이론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AM 부분만 설계하

였으나 복조부분, 주파수 변조 및 다양한 디지털 변복조 부분이 가능하도록 추가 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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