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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디지탈 변조파용 복조장치

요약

내용 없음.

대표도

도1

명세서

[발명의 명칭]

디지탈 변조파용 복조장치

[도면의 간단한 설명]

제1도는 본 발명의 일실시예를 나타내는 블록도.

제2도는 본 발명의 다른 실시에를 나타내는 블록도.

제3a도는 제1도의 수치 제어 발진기의 특정 구조를 나타내는 회로도.

제3b도는 제1도의 주파수 오차 검출 회로의 특정 구조를 나타내는 회로도.

제4도는 제1도의 루우프 변환수단의 다른 실시예를 나타내는 도면.

제5도는 제1도의 루우프 변환수단의 또다른 실시예를 나타내는 도면.

*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 : QPSK 변조파 입력              2 : 동상 검출기

3 : 직교 검출기                        4 : 분배기

6,7 : A/D 변환기                      8,9 : 디지탈 저역 통과 필터

10 : 클록 재생회로                   11,33 :  복소 곱셈기

12 : 위상 검출기                      13 : 데이타 판정회로

14 : 루우프 필터                      15,22 : 수치 제어 발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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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7,31,32 : 데이타 변환기    18 : 복조 데이타

19 : 주파수 오차 검출 회로        20 : AFC 루우프 필터

21 : 래치회로                           23 : 국부 발진기

26 : 위상 검출기                       27 : 증폭기

28 : 전압 제어 발진기                29 : 분할기

[발명의 상세한 발명]

본 발명은 위성통신 및 위성 방송에 응용되는 디지탈 변조파용 복조장치에 관한 것이다.

영상신호  또는  음성신호를  전송하는  시스템에  있어서,  고품질  전송  및  주파수의  이용  효율을 향상시
키기 위해 디지탈 변조 기술이 사용되고 있는데,  이  기술은 종래부터 마이크로파 지상 통신 및 업무
용  위성통신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다.  디지탈  변조  시스템으로서,  일반적으로  지상  마이크로파 회선
에서는  주파수  이용  효율이  양호한  16QAM  및  640QAM등이  이용되고,  위성  회선에서는  전송  부호 에러
율이 작은 BPSK 및 QPSK가 이용된다.

최근에,  디지탈  전송  기술이  일반  공중(민생용)을  위해  사용되어  왔다.  이  디지탈  전송기술은 고품
질 전송 및 주파수 이용 효율을 향상시키는데 매우 바람직하기 때문에 크게 확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일반  공중을  위한  시스템으로서는  염가의  수신장치를  실현하는  것이  중요하며,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시킬 필요가 있다.

(1) 구조가 간단하고, 하드웨어의 규모가 작을것.

(2) 초기단계에서의 조정부분의 수가 작을것.

(3) 노화 및 온도 드리프트가 작고, 안정한 동작이 얻어질 수 있을것.

(4) 시스템이 IC로 형성되기에 적합할것.

(5) 요구되는 성능이 만족될 수 있을것.

통상의  지상  마이크로파  회선용  복조  시스템은  예컨대  NTT  연구실용화  보고,  제24권  제10호(1975) 
P.  253~272의  야마모토등에  의한  「고속  QPSK용  반송파  동기  시스템의  설계와  특성(Design  and 
Characteristic  of  High  Speed  QPSK  Carrier  Sychronizing  System)」에  개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역
변조  방식의  복조장치가  이용되고  있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복조장치는  복잡한  구성이며,  초기 단
계에서  조정부의  수가  많고,  제조  원가가  비싼  것이었다.  게다가,  아날로그  회로가  주로  이용되기 
때문에  안정성에도  문제가  있었다.  또한  이러한  방식의  변조장치는  IC화에도  적합하지  않아, 민생용
의 복조장치로서 사용하는데는 많은 문제점이 있었다.

상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복조  시스템으로는  디지탈  신호  처리  기술을  응용한 복조장치
가  공지되어  있다.  예컨대,  이러한  방식의  복조장치로는  일본  전자  정보  및  통신  학회의  가을 총회
의  전국  대회(1990년)의  야기(Yagi)등에  의한  "위성  통신용  디지탈  복조  LIS의  개발  (Development 
of  Digital  Demodulation  LSI  for  Satellite  Communication)"에  개시되어  있다.  이  복조장치는  BPSK 
또는  QPSK  변조파를  복조함에  있어서,  신호를  복조하기  위해  캐리어의  재생을  디지탈화된  위상  고정 
루우프(PLL)를  이용한다.  이것은  무조정화  및  LSI화에  의해  염가의  수신장치의  요건을  만족시키게 
된다.

상기 문헌에 개시된 수신기의 동작은 다음과 같다.

제공되는  QPSK  변조파는  2개의  회로에  분배되고,  동상  검출기와  직교  검출기에  의해  검출된다.  각각 
동상  검출기와  직교  검출기에  공급되는  국부  발생  신호는  고정  주파수를  출력하는  국부  발진기의 국
부  발진  신호를  나타내고,  이것은  분배기에  의해  0℃의  위상을  갖는  국부  발진  신호와  90℃의 위상
을  갖는  국부  발진  신호로  분배된다.  동상  검출기와  직교  검출기의  출력은  각각의  A/D  변환기에 입
력되어  디지탈  값으로  변환된다.  또한,  이  디지탈화된  출력들은  각각  동일한  주파수  전달  특성을 갖
는  디지탈  저역  통과  필터(디지탈  LPF)에  입력되어  스펙트럼  정형된다.  이들  디지탈  LPF는  디지탈 
데이타  전송의  부호간  간섭을  방지하는데  요구되는  전송  특성을  형성한다.  또한,  이들  디지탈  LPF는 
전송측상의  필터  특성이  상기  디지탈  LPF와  조합될  경우  소위  롤-오프(roll-off)특성을  얻도록 설계
된다.  이것으로  인해,  이들  디지탈  LPF의  출력부에서  각각의  검출된  출력은  아이-오프닝율(아이 개
구율  :  eye-opening  rate)이  충분히  커지도록  스펙트럼  정형된다.  이들  디지탈  LPF의  각각의  출력은 
클록  재생회로에  공급된다.  이  클록  재생회로에서,  신호의  적절한  부호  타이밍(Symboltiming) 성분
이  추출되어  클록  발생기의  제어  입력으로서  이용된다.  클록발생기의  출력은  A/D  변환기로 피드백된
다. 이들 디지탈 LPF의 각각의 출력은 복소 곱셈기에 입력된다.

기저대역에서,  복소  곱셈기는  중간  주파수  대역에서의  주파수  변환기,  즉  혼합기와  같은  동작을 실
행할 수 있다. 복소 곱셈기가 사용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복소  신호가  아닌  실제신호를  처리하는  곱셈기는  검출  동작만을  실행할  수  있고,  기저대역에서의 부
(negative)의  주파수  성분을  나타낼  수는  없다.  따라서,  그러한  곱셈기는  일반적인  주파수 변환기로
서는 이용될 수 없다.

복소  곱셈기의  출력은  위상  검출기에  입력되고,  입력  신호의  위상과  미리  정해진  위상간의  위상차가 
검출된다.  상기  위상  검출기의  출력(위상차  데이타)은  데이타  판정회로에  입력된다.  데이타 판정회
로는  위상차  데이타에  기초하여  QPSK  데이타를  판정하고,  데이타를  복조하여  그  복조된  데이타를 출
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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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위상차  데이타는  캐리어를  재생하기  위해  루우프  필터를  통해  위상  검출기로부터  수치  제어 발진
기의  주파수  제어  단자로  입력된다.  이  수치  제어  발진기(NCO)는  오버플로우(overflow)를  금지하지 
않는  누산  및  가산회로이고,  가산  동작은  주파수  제어  단자에  입력될  신호의  값에  따라  실행된다. 
이로인해,  누산  및  가산회로는  발진  상태에  있고,  발진  주파수는  제어신호의  값에  따라  변화한다. 
다시말해,  상기  누산  및  가산회로는  아날로그  회로에서의  전압  제어  발진기(VCO)와  같은  방식으로 
동작한다.  상기  NCO와  통상의  VCO간의  차이점은  NCO의  발진  주파수가  극히  안정적이라는  것이다. 좀
더  상세하게,  상기  NCO는  그것이  수정(crystal)을  이용하는  소위  VCXO  이상의  안정성과  VCXO에서는 
실현할  수  없는  넓은  주파수  가변  범위를  갖는다는데  특징이  있다.  NCO의  출력은  2개로  분배되고, 
사인  및  코사인  특성을  갖는  데이타  변환기를  통과하고,  곱셈기  요소로서  복소  곱셈기에  공급된다. 
위상  검출기,  루우프  필터,  수치  제어  발진기,  데이타  변환기  및  복소  곱셈기를  갖는  하나의  순환 
루우프는  완전한  디지탈  구성을  이루는  위상  고정  루우프(PLL)이다.  만일  완전한  적분  시스템을 갖
는  회로가  루우프  필터에  포함된다면,  PLL의  주파수  풀-인(끌어들이기  :  full-in)  범위는 원리적으
로  무한대이고,  PLL으로서  이상적인  동작이  기대될  수  있다.  A/D  변환기  이후의  동작은  모두  디지탈 
신호  처리로  실행된다.  만일  IC화가  성취되면,  복조장치는  무조정으로  실현될  수  있어,  극히  소형인 
장치가 제공될 수 있다.

그러나,  상기  디지탈   PLL을  이용하는  복조장치에서도  동상  검출기  및  직교  검출기를  포함하는 주파
수 변환부의 주파수 난조의 문제는 여전히 남게 된다.

위성통신  및  위성방송에서는  위성국에  장착되는  릴레이  내부의  업-링크(up-link)주파수  및 다운-링
크(down-link)주파수를  상이한  것으로  하기  위해  사용되는  주파수  변환기의  안전성을  높이기가 곤란
하고,  일반적으로  큰주파수  난조를  갖는다.  게다가,  민생용의  수신기를  고려할때,  주파수가  매우 안
정된  주파수  합성  타입의  다운(down)  변환기의  제조  비용은  고가로  되기  때문에  변환기의  보급을 어
렵게 한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일반적으로 주파수 변환은 제조 비용이 낮은,  즉  국부 발생용 유전
체  공진기를  이용하는  회로에  의해  실행된다.  그러므로,  그러한  주파수  변환기가  사용되게  되면 주
파수 난조가 발생하게 된다.

예컨대,  12GHz  대역의  방송파가  수신되어  주파수  변환되는  경우,  그  변환된  주파수  바람직한 주파수
로부터  1MHz  이상  시프트되어  복조장치에  입력된다.  상기  언급된  디지탈  PLL을  갖는  복조기에 의하
면,  상기 설명은 PLL의  주파수 풀-인  범위가 무한대로 할  수  있다는 것을 이미 설명하였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다.

즉,  입력  주파수에서  난조가  발생되고,  변조파  스펙트럼의  중심  주파수(캐리어주파수)는  주파수   fL

로 부터 시프트된 주파수인 fC가 되는 것으로 가정한다.

만일  고정  주파수의  국부  발진  신호의  주파수가 fL 이라면,  검출된  출력의  각각의  스펙트럼은  정  및 

부측(positive  and  negative  sides)이  주파수  0(직류)에  비대칭인  스펙트럼이다.  스펙트럼이 디지탈
화된  다음,  그  디지탈화된  스펙트럼은  디지탈  LPF에  의해  스펙트럼  정형된다.  그러나,  디지탈  LPF의 
특성은  정  및  부측의  주파수  0(직류)에  대해  대칭인  대역  주파수이기  때문에  검출된  출력이  주파수 
0에  비대칭인  스펙트럼이라면,  검출된  출력의  스펙트럼은  상술한  난조  성분에  의해  부분적으로 깍이
게  된다.  이것은  부호간  간섭을  방지하기  위한  전송  특성이  만족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결과
적으로, 아이-오프닝율이 작아지고, 부호 에러율이 열화된다고 하는 문제가 있다.

본  발명의  목적은  위성으로부터  전송되어진  전송신호의  주파수  난조  또는  수신기의  주파수  난조가 
주파수  변환기의  검출된  출력  신호에  존재한다  하더라도  수신  성능이  열화되지  않는  디지탈 변조파
용 복조장치를 제공하는데 있다.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발명의  복조장치는  위상축이  상이한  제1  및  제2주파수  변환 캐리어
를  발진시키는  국부  발진기와  ;  제1  및  제2위상축  성분이  디지탈  변환되고,  각각의  디지탈  변환 성
분이  제1  및  제2디지탈  저역  통과  필터에  의해  스펙트럼  정형됨으로써  제1  및  제2디지탈  신호를 얻
을 수 있도록 상기 제1  및 제2주파수 변환 캐리어에 의해 디지탈 변조파의 제1  및 제2위상축의 성분
을  기저대역인  주파수  대역으로  변환시키는  주파수  변환기와  ;  상기  제1  및  제2디지탈  신호에  제1 
및  제2재생  캐리어를  곱셈하고,  복소수의  계산에  의해  복소수로  표현되는  제1  및  제2계산  출력을 얻
는 복소 곱셈기 수단과 ;  상기 복소 곱셈기 수단에 의해 얻어지는 상기 제1  및 제2계산 출력으로 표
현되는  위상에  대응하는  위상차  데이타와  위상  검출에  의한  쿼드란트(quadrant)  데이타를  얻고, 상
기 위상차 데이타와 쿼드란트 데이타로부터 다중 위상을 갖는 복조 출력을 얻는 수단과 ;  상기 위상
차  데이타를  제1루우프  필터로  평활하여  평활  출력을  얻고,  수치  제어  발진기의  발진  주파수를  상기 
평활  출력으로  제어하며,  상기  수치  제어  발진기의  발진  출력을  데이타  변환기로  데이타 변환함으로
써,  상기 제1  및 제2재생 캐리어를 출력하는 위상 고정 루우프 수단과 ;  상기 위상차 데이타가 입력
되고  상기  디지탈  변조파의  캐리어  주파수와  상기  국부  발진기의  발진  주파수간의  주파수  오차가 검
출되므로서  주파수  오차  출력을  얻고,  상기  주파수  오차  출력을  평활하여  얻어지는  평활  출력에 상
기 국부 발진기의 발진 주파수를 제어하는 AFC 루우프 수단을 포함한다.

본  발명에  따르면,  시스템을  개시하거나  채널을  변경할때에  주파수  오차가  검출되고,  주파수  오차로 
인한 국부 주파수 제어,  즉  AFT  동작이 실행된다.  이것에 의해 입력 변조파의 주파수와 시스템 자체
의  국부  주파수의  난조  상태가  검출되고,  검출된  결과에  따라  주파수  오차는  AFC  루우프에  의해 작
아진다.

AFC  루우프  동작후,  위상  고정  루우프(PLL)에  의해  캐리어  재생이  실행된다.  PLL  내에는  스펙트럼 
정형을 위한 디지탈 저역 통과 필터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  결과,  변조파 스펙트럼이 A/D  변환 위상 
및  직교  검출된  출력을  스펙트럼  정형하는  디지탈  LPF의  출력측에서  부분적으로  잘려지는  현상이 발
생되는  일은  없어진다.  따라서,  정확한  스펙트럼  정형이  가능해진다.  이로인해,  입력  복조파의 주파
수내에  주파수  난조가  존재할  경우에도  아이-오프닝율이  열화되지는  않는다.  게다가,  PLL 루우프내
에 큰 지연소자(디지탈 필터)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PLL 동작시 지터 특성이 열화하는 일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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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파수  난조  성분이  AFC로  충분히  작아진  후,  AFC를  유지하고  PLL을  바람직하게  이용하기  위한 수단
이 제공되어, PLL이 동작된다. 그러면, 주파수 오차는 다소 감소되고, 그후 위상클록이 달성된다.

이하, 본 발명의 실시예를 도면을 참조하여 설명한다.

제1도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를  나타낸다.  입력단자(1)로  보내진  QPSK  변조파는  동상  검출기(2)와 
직교  검출기(3)로  분배된다.  주파수  변환  캐리어로서  이용되는  0°의  위상을  갖는  국부발진  신호와 
90˚의  위상을  갖는  국부발진  신호는  검출기(2,3)에  공급된다.  상기  국부발진  신호는  주파수  변환 
기능을  갖는  국부발진기(23)의  분배기(4)로부터  공급된다.  검출기(2,3)의  출력은  A/D  변환기(6,7)에 
입력되는  디지탈  값으로  변환된다.  더욱이  디지탈화된  검출출력은  동일한  주파수  전달  특성을  갖는 
디지탈  저역  통과  필터(디지탈  LPF)(8,9)에  입력되어  스펙트럼  정형된다.  이  디지탈  LPF(8,9)는 디
지탈 데이타 전송에서의 부호간 간섭을 방지하는데 필요한 전달 특성을 형성한다.

디지탈  LPF(8,9)는  전송측상의  필터  특성이  이들  디지탈  LPF와  조합되었을때  소위  롤-오프  특성이 
얻어지도록  설계된다.  이로인해,  디지탈  LPF(8,9)의  출력측의  각각의  검출된  출력은 아이-오프닝율
이  충분히  커지도록  스펙트럼  정형된다.  디지탈  LPF(8,9)의  각각의  출력은  클록  재생회로(10)에 공
급된다.  클록  재생회로(10)에서,  신호의  부호  타이밍  성분(클록  위상  성분)이  추출되어  클록 발생기
의  제어  단자에  공급된다.  클록  발생기에서  발생된  클록은  A/D  변환기(6,7)에  공급된다.  동상  검출 
출력과  직교  검출  출력이  둘다  클록  재생회로(10)에  입력되는  이유는  검출  속도를  개선시켜  클록 발
생기의  클록과  검출  출력의  위상  오차가  클록  재생회로(10)의  위상  고정  루우프에서  검출되는  경우 
급속한  위상  클록  상태를  얻기  위한  것이다.  기본적으로,  동상  검출  출력이나  직교  검출  출력중 어
느  하나가  클록  재생회로(10)에  입력될  수  있다.  LPF(8,9)의  출력은  각각  복소  곱셈기(11)에 입력된
다.

동상  검출기(2),  직교  검출기(3),  A/D  변환기(6,7),  디지탈  LPF(8)를  포함하는  회로는  입력된 디지
탈  변조파를  직교  위상축의  성분들로  분리하고,  각각의  성분을  사실상  기저대역  주파수로  변환하기 
위한 주파수 변환기(100)로서 이용된다.

복소  곱셈기(11)는  중간  주파수  대역에서의  주파수  변환기,  즉  혼합기와  동일한  동작을  기저대역 주
파수로 실현할 수 있다. 복소 곱셈기(11)가 이용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복소수를  사용하지  않는  실수  형식의  곱셈기는  검출  동작을  실행할  수는  있으나  음의  주파수  성분을 
표현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일반적인  주파수  변환기로는  사용될  수  없다.  복소  곱셈기(11)는  디지탈 
LPF(8,9)로부터  보내진  신호를  후술될  데이타  변환기(16,17)로부터  얻어진  재생  캐리어로  곱해서 곱
셈의 결과에 의해 복소수(실수와 허수)의 표면을 갖는 계산 출력을 얻는다.

복소  곱셈기(11)의  계산  출력은  위상  검출기(12)에  입력된다.  위상  검출기(12)는  입력신호와  위상 

θ와  예정된  위상간의  위상차 데이타( θ)를  검출한다.  즉,  계산출력은  실수부와  허수부로 표현된
다. 복소수로 표현되는 신호의 실수부의 값은 Sinθ=A 이고, 허수부의 값은 cosθ=B 이고, 

(A/B)=(sinθ/cosθ)=tanθ인 것으로 가정한다. 그러므로, θ=tan
-1
(sinθ/cosθ)의 계산이 

실행되면, 위상 θ가 얻어질 수 있다.

QPSK  변조파의  경우에,  부호  위상은  45℃,  135℃,  255℃  또는  315℃이다.  위상  검출기(12)는  위상 
θ와  부호위상,  즉  제1의  쿼드란트(45℃),  제2의  쿼드란트(135℃),  제3의  쿼드란트(255℃),  또는 제
4의  쿼드란트(315℃)간의  위상차  데이타(△θ)를  검출한다.  복소  곱셈기(11)의  계산  출력이  제1의 
쿼드란트(0℃  내지  90℃)내의  데이타라면,  위상  θ와  45℃의  부호  위상간의  위상차  데이타가 검출된
다.  복소  곱셈기(11)의  계산  출력이  제2의  쿼드란트(90℃  내지  180℃)내의  데이타라면,  위상  θ와 
135℃의  부호  위상간의  위상차  데이타가  검출된다.  복소  곱셈기(11)의  계산  출력이  제3의 쿼드란트
(180℃  내지  270℃)내의  데이타라면,  위상  θ와  225℃의  부호  위상간의  위상차  데이타가  검출된다. 
복소  곱셈기(11)의  계산  출력이  제4의  쿼드란트(270℃  내지  360℃)내의  데이타라면,  위상  θ와 315
℃의  부호  위상간의  위상차  데이타가  검출된다.  이  위상차  데이타는  입력  신호와  재생  캐리어간의 
위상차를 표현한다.

위상  검출기(12)는  판독  전용  메모리(ROM)를  포함하고,  복소  표현의  계산  출력은  어드레스  입력으로 
이용된다. 위상차 데이타(△θ)가 위상 θ에 따라 출력될 수 있다. 이것은 아아크 탄젠트(arc 
tangent)특성에  근접할  수  있는  제1의  계산회로와  근사위상  θ로부터  위상차  데이타(△θ)를  얻을 
수 있는 제2의 계산회로에 의해 실현될 수 있다.

위상  검출기(12)의  출력(위상차  데이타와  쿼드란트  데이타)은  데이타  판정회로(13)에  입력된다.  이 
데이타  판정회로(13)는  위상  검출기(12)로부터  공급된  위상차  데이타와  쿼드란트  데이타로부터 공급
된  QPSK데이타를  판정하고,  그  판정된  데이타를  복조하며,  복조된  데이타를  출력한다.  위상 검출기
(12)는  쿼드란트  데이타  판정  유닛을  포함하는데,  상기  데이타  판정  유닛은  복소  곱셈기(11)로부터 
공급된  실수와  허수의  출력중  가장  중요한  비트를  이용하여  직교측(I축과  Q측)에  의해  분할되는 어
떤 쿼드란트에 대해 복소 계산출력이 존재하는지를 판정한다.

또한,  위상  검출기(2)로부터  공급되는  위상차  데이타는  캐리어를  재생하기  위해  루우프  필터(14)를 
통해  수지  제어  발진기(NCO)(15)의  주파수  제어  단자에  입력된다.  NCO(15)는  오버플로우를  허용하는 
누산  및  가산  회로이고,  가산  동작은  주파수  제어  단자에  입력될  신호의  값에  따라  동작  범위까지 
실행될 수  있다.  따라서,  누산 및  가산회로는 발진 상태에 있고,  발진 주파수는 제어 신호의 값으로 
변화한다.  다시말해,  누산  및  가산회로는  아날로그  회로에서의  전압  제어  발진기(VOC)와  동일한 방
식으로  동작한다.  상기  전압  제어  발진기와  일반적인  VCO  간의  차이점은  발진  주파수가  매우 안정하
다는  것이다.  좀더  상세하게  상기  전압  제어  발진기는  수정(crystal)을  이용하는  소위  VCXO  이상의 
안정성과  VCXO로는  실현될  수  없는  넓은  주파수  범위를  갖는  특징이  있다.  수치  제어  발진기(15)의 
출력은  2로  분배되어,  사인  및  코사인  특성을  갖는  데이타  변환기(16,17)에  입력된다.  데이타 변환
기(16,17)의  출력은  복소  곱셈기(11)의  곱셈기  인수로서  이용된다.  위상  검출기(12),  루우프 필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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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수치  제어  발진기(15),  데이타  변환기(16,17),  및  복소  곱셈기(11)로  구성되는  하나의  순환 
루우프는 완전한 디지탈 구성을 갖는 위상 고정 루우프(PLL)이다.

만일  완전한  적분  시스템을  갖는  회로가  루우프  필터(14)에  포함된다면,  PLL의  주파수  풀-인  범위는 
원리적으로  무한대이고,  PLL으로서  이상적인  동작을  기대할  수  있다.  A/D  변환기(6,7)  이후의 동작
은  모두  지지탈  신호  처리로  실행된다.  IC화가  이루어지면,  복조장치는  조정없이  실현될  수  있고, 
매우 소형인 장치가 제공될 수 있다.

상기  시스템에서는  AFC  루우프가  형성되어  있다.  좀더  상세하게,  위상  검출기(12)로부터  출력되는 
위상  오차  신호  주파수  오차  검출회로(19)에  공급된다.  주파수  오차  검출회로(19)는  입력신호와 국
부  발진  신호간의  주파수차를  검출한다.  주파수  오차  성분은  AFC  루우프  필터(20)에  의해  평활되어, 
래치회로(21)를  통과하여  국부  신호  발생기(23)를  형성하는  수치  제어  발진기(NCO)(22)의  주파수 제
어 단자에 공급된다.  수치 제어 발진 NCO(22)의  발진 출력은 톱니파 신호이고,  사인 변환 특성과 코
사인  변환  특성을  갖는  데이타  변환기(24)에  공급된다.  데이타  변환기(24)의  출력은  D/A 변환기(2
5)에  공급되어  아날로그  신호로  변환된다.  D/A  변환기(25)의  출력은  주파수  체배회로를  형성하는 위
상  검출기(26)에  공급된다.  주파수  체배회로의  출력은  국부  발진  신호로서  분배기(4)에  입력되고, 
90°의  위상을  갖는  국부  발진  신호와  0°의  위상을  갖는  국부  발진  신호로  분배된다.  주파수 체배
회로의 구성 및 동작은 후술될 것이다.

준동기  및  직교  검출기의  출력의  주파수  난조가  AFC  동작에  의해  충분히  작아진다면,  주파수  오차 
검출기(19)의 주파수 오차 검출 출력이 변환한다.

이것에  의해,  루우프  스위칭  신호와  AFC  유지신호가  주파수  오차  검출회로(19)로부터  출력된다.  AFC 
유지신호는  실질적으로  루우프  스위칭  신호와  동일한  신호이다.  루우프  스위칭  신호는  루우프 필터
(14)를  동작  상태로  스위칭시킨다.  이것에  의해,  PLL  동작이  개시되고,  AFC  루우프의  주파수  오차 
데이타는  AFC  상태가  최량의  상태로  유지된다.  PLL  동작에  의해,  풀-인  동작이  캐리어  동기를  얻기 
위해 개시된다.

이제주파수 체배회로의 구성 및 동작을 설명할 것이다.

주파수  체배회로는  위상  검출기(26),  검출된  출력을  증폭하는  증폭기(27),  증폭기(27)의  출력을 주
파수  제어단자에  공급하는  전압  제어  발진기(28),  및  전압  제어  발진기(28)의  출력을  N  분할하는 분
할기(즉,  분주기)(29)를  포함한다.  분할기(29)의  출력은  위상  검출기(26)에  공급된다.  주파수  체배 
회로는  PLL을  형성한다.  예컨대,  전압  제어  발진기(28)의  출력이  4.375MHz이고  분할기(29)의 분할비
가  32라면,  전압  제어  발진기(28)의  발진  주파수는  140MHz이다.  수치  제어  발진기(22)의  발진 주파
수가  주파수  오차가  없는  상태에서  4.275MHz로  설정되기  위해  발진  주파수에  상응하는  오프셋 성분
은 앞서의 수치 제어 발진기(22)의 주파수 제어 입력에 부가될 수 있다.

결과적으로,  NCO(22)로부터  전압  제어  발진기(28)까지의  부분은  140MHz의  하나의  수치  제어 발진기
로 간주될 수  있다.  이때문에,  발진 주파수는 매우 안정하고,  통상의 전압 제어 발진기의 10배의 안
정성이  얻어질  수  있다.  주파수체배회로에  포함된  증폭기(27)는  통상적으로  루우프  필터이다.  이 경
우에,  전체  AFC  루우프의  설계는  주파수  체배회로에  대한  응답이  바람직하게  고속이기  때문에  쉽게 
만들어질  수  있다.  이때문에,  본  실시예에서  상기  회로는  루우프  필터가  아닌  증폭기로  표시된다. 
주파수  체배회로에  대한  응답이  저속이라면,  시간  상수는  AFC  루우프  필터의  시간  상수의  전체 특성
에  의해  결정된다.  전압  제어  발진기(28)의  출력은  분배기(4)에  입력되고,  0°위상을  갖는  국부 발
진 신호와 90°위상을 갖는 국부 발진 신호로 분배된다.  분배된 출력은 각각 준동기 및  직교 검출부
에서 동상 검출기(2)와 직교 검출기(3)의 국부 발진 신호로 이용된다.

상기  시스템에  따르면,  준동기  및  직교  검출부에  고정  주파수의  국부  발진  신호를  이용하는  통상의 
복조  장치는  달리,  국부  발진  신호는  주파수  오차  출력에  의해  피드백  제어된다.  이  때문에,  국부 
발진  신호는  실질적으로  어떠한  주파수  난조  상태도  없이  직교  검출된다.  따라서,  스펙트럼은 출력
이  디지탈  LPF에  의해  스펙트럼  정형될때  잘려지지  않는다.  이것에  의해  복조는  실질적으로 이상적
인 상태가 달성될 수 있다.

캐리어  재생  PLL에서는  디지탈  필터와  같은  큰  지연소자가  포함되지  않는다.  이로  인하여  지터가 발
생되지 않는다.  즉,  바람직한 지터 특성을 갖는 캐리어 재생 동작이 실행될 수  있다.  게다가,  PLL의 
주파수  풀-인  범위가  넓게  얻어질  수  있기  때문에  AFC  동작에  있어서  극히  정밀한  특성이 요구되지
는  않는다.  다시말해,  PLL  회로의  풀-인  범위에서의  주파수  오차가  남아있을지라도,  캐리어  재생 동
작은 실행될 수 있다.

본 발명은 상기 실시예에 한정되지 않는다.

제2도는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를 나타낸다.

제1도의  회로와  동일한  부분에는  제1도의  회로와  동일한  참조  부호가  부가되어,  이  부분의  설명은 
생략된다. 앞서의 실시예와 다른 부분만 설명된다.

이  실시예에서,  국부  발진기(23)는  제1국부  발진  회로와  제2국부  발진  회로를  포함한다.  제1국부 발
진회로는  고정  주파수인  국부  발진  신호를  얻는데  이용되는  국부  발진기(5)와,  국부  발진  신호를 0
°의 위상을 갖는 국부 발진 신호와 90°의 위상을 갖는 국부 발진 신호로 분배하는 분배기(4)를 포
함한다.  제2국부  발진  회로는  수치  제어  발진기  NCO(22)  및  데이타  변환기(31,32)를  포함한다. 아울
러,  주파수  변환기(100)에는  제2국부  발진  회로로부터  A/D  변환기(6,7)와  디지탈  LPF(8,9)  사이의 
부분까지 캐리어를 공급하기 위해 제공되는 복소 곱셈기(33)가 있다.

국부  발진기(5)(제1국부  발진  회로)의  출력은  분배기(4)에  의해  0°의  위상을  갖는  국부  발진 신호
와 90°의 위상을 갖는 국부 발진 신호로 분배되어 준동기 및  직교 검출부의 동상 검출기(2)와  직교 
검출기(3)에  공급된다.  A/D  변환기(6,7)의  출력은  AFC용  복소  곱셈기(33)에  입력된다.  복소 곱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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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의  출력은  디지탈  LPF(8,9)에  입력된다.  곱셈기  인수로서  사인  특성을  갖는  데이타 변환기(31)
의  출력과  곱셈기  인수로서  코사인  특성을  갖는  데이타  변환기(32)의  출력은  복소  곱셈기(33)에 공
급된다. NCO(22)의 출력은 변환기(31,32)의 입력으로 공급된다.

동상  검출기(2),  직교  검출기(3),  A/D  변환기(6,7),  디지탈  LPF(8)를  포함하는  회로는  입력된 디지
탈  변조파를  직교  위상축의  성분으로  분리하고,  각각의  성분을  실질적으로  기저대역  주파수로 변환
하는 주파수 변환기(100)로서 이용된다.

복소  곱셈기(33)는  기저대역에  더욱  근접하도록  디지탈화된  출력을  주파수  변환한다.  주파수  변화 
캐리어로서  이용되는  국부  발진  신호(제2국부  발진  회로의  출력)는  AFC  루우프로부터  복소 곱셈기
(33)를  공급된다.  복소  곱셈기(33)로부터  얻어지는  출력은  동일한  주파수  전달  특성을  갖는  디지탈 
LPF(8,9)에 입력되어 스펙트럼 정형된다.

본 시스템의 AFC 루우프는 다음과 같이 형성된다.

즉,  위상  오차  검출기(12)로부터  출력되는  위상  오차  신호는  주파수  오차  검출회로(19)에  공급된다. 
이  주파수  오차  검출회로(19)는  입력  신호와  국부  발진  신호(제1  및  제2국부  발진  신호)간의  주파수 
오차를  검출한다.  주파수  오차  성분은  AFC  루우프  필터(20)에  의해  평활되어,  래치회로(21)를 통과
해서  NCO(22)의  주파수  제어  단자에  공급된다.  NOC(22)의  발진  출력은  톱니파  신호이고,  사인  변환 
특성을  갖는  데이타  변환기(31)와  코사인  변환  특성을  갖는  데이타  변환기(32)에  입력된다.  데이타 
변환기(31,32)의  출력은  제2국부  발진  신호로서  복소  곱셈기(33)에  공급된다.  이것에  의해  AFC 루우
프가 형성된다.

입력  신호와  국부  발진  신호간의  소정의  주파수  난조가  AFC  동작에  의해  충분히  작아지면,  주파수 
오차  검출회로(10)의  주파수  오차  검출  출력은  변화한다.  이것에  의해,  루우프  스위칭  신호와  AFC 
유지  신호는  주파수  오차  검출회로(19)로부터  출력된다.  AFC  유지  신호는  실질적으로  루우프  스위칭 
신호와  동일한  신호이다.  루우프  스위칭  신호는  루우프  필터(14)를  동작  상태로  스위칭  한다. 따라
서,  PLL  동작이  개시되고,  AFC  루우프의  주파수  오차  데이타는  AFC  상태가  최량의  상태로  유지된다. 
PLL 동작에 의해, 풀-인 동작은 캐리어 동기를 얻도록 개시된다.

복소 곱셈기(33)로 인한 주파수 변환 동작을 이하에서 설명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중간  주파수(IF)  대역내에서의  주파수  변환은  아날로그  혼합기에  의해  실해되고,  국부 
발진  주파수와  입력  주파수의  합주파수  성분과  그들간의  차주파수  성분을  구하는  것에  의해 실현된
다.  이  경우에,  그러한  동작은  각각의  스펙트럼의  원리적으로  직류(0  주파수)  이하가  되지  않는다는 
조건을 전제로 하고 있다.  만약 주파수 변환 출력의 일부가 직류 이하의 주파수 성분이 되면,  그 성
분은  직류로  복귀된다.  그  결과,  복귀된  성분의  검출이  실행된다.  직류  이하의  음의  주파수는 복소
수로  나타낼  수  있다.  따라서,  혼합  동작은  복소수  표현  범위내에서  실행될  수  있다.  혼합  동작이 
단순히  곱셈이기  때문에  직류에  근접한(즉,  기저대역에  근접한)  주파수  변환은  스펙트럼의  복귀 성
분을 고려함이 없이 복소 곱셈기에 의해 자유롭게 실현될 수 있다.

상기  실시예는  복소  곱셈기(33)를  이용하여  AFC를  위한  주파수  변환을  실현할  수  있다.  동일한 동작
이 디지탈 PLL의 복소 곱셈기에 의해 실행될 수 있다.

또한,  준동기  및  직교  검출부에서  고정  주파수의  국부  발진  신호를  이용하는  종래의  복조장치와는 
달리,  본  실시예의  국부  발진  신호는  주파수  오차  출력에  의해  피드백  제어된다.  이  때문에,  국부 
발진  신호는  사실상  거의  주파수  난조가  없는  상태에서  직교  검출된다.  따라서,  출력이  디지탈 LPF
로  스펙트럼  정형될때  스펙트럼이  잘려지지  않는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상적인  상태로  복조가 달
성될  수  있다.  다시말해,  디지탈  변조파의  복조에  의해  전송  시스템에  주파수  난조가  존재한다 하더
라도  입력된  주파수의  시프트에  의해  발생되는  아이-오프닝의  저하가  디지탈  LPF에서는  거의 발생되
지 않는다.  따라서 데이타 전송 오차가 거의 없는 복조가 달성될 수 있다.  상기 실시예에 따른 수신
장치에서,  전체  AFC  루우프는  디지탈  회로로  형성되고,  아날로그부에  대해서는  어떠한  제어도 발생
되지  않게  되어,  무조정화  및  IC화가  쉽게  성취될  수  있고,  복조  장치가  적은  비용으로  제조될  수 
있다.

제3a도는  AFC  루우프용  NCO(22)의  특정예이다.  NCO(22)의  내용은  PLL의  NCO(15)의  내용과  동일하다. 
주파수  제어  단자(200)에  입력되는  신호는  가산기(201)의  하나의  입력단에  공급된다.  가산기(201)의 
출력은  래치회로(202)에  의해  하나의  클록  성분만큼  지연되어,  가산기(201)의  다른  입력단에 입력된
다.  그  결과,  래치회로(202)의  출력은  도면에  도시된  바와같이  누산기로서  동작하여,  톱니파를 출력
한다.  발진  주파수는  클록이  고정  주파수이면  제어단자(200)에  가해지는  수치에  의해  제어될  수 있
다.

제3b도는  주파수  오차  검출회로(19)의  구성예이다.  입력  단자(300)에는  위상  오차  신호가  입력되어 
있는  것으로  가정한다.  디지탈  변조파의  부호  타이밍을  클록으로  이용하는  래치회로(301)  및 감산기
(302)로  구성되는  회로는  디지탈  변조파의  각  부호간의  위상  변화를  검출한다.  이것은  주파수 오차
를  구하는  것이다.  이  때문에,  출력은  주파수  오차  검출  출력으로서  출력  단자(303)에  출력된다. 주
파수  오차  검출  출력은  저역  통과  필터(LPF)(304)로  분기되어  충분히  평활된다.  그후,  출력은  정  및 
부의  부호를  제거하기  위해  사용되는  절대치  회로(305)를  통과하여  2진  회로(306)에  의해  2진수로 
만들어진다.  이  2진  출력은  AFC  또는  PLL중  어느  동작을  실행할  것인가를  제어하는  신호(AFC  유지 
및 루우프 스위칭 신호)로서 출력된다.

국부 발진기(23)와 관련하여 제1도의 실시예는 다음의 구조를 보여준다.

즉,  NCO(22)의  출력은  사인파로  변환될  데이타  변환기(24)에  공급된다.  데이타  변환기(23)의  출력은 
D/A 변환기(25)에 공급된다. 아날로그 변환 출력은 주파수 체배회로에 공급된다.

그러나, 다른 주파수 변환 회로가 국부 발진기로서 다른 실시예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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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a도는 혼합기를 이용하는 국부 발진기의 다른 실시예를 나타낸다.

제1도와  같은  참조  부호는  제1도의  회로에  공통인  부분에  부가된다.  NCO(22)의  출력은  사인  변환 특
성을  갖는  데이타  변환기(24)에  의해  사인파로  변환되고,  D/A  변환기(25)에  의해  아날로그  사인파로 
변환된다.  출력은  혼합기(401)의  RF  입력  단자에  공급된다.  고정  주파수를  갖는  발진기(402)의 출력
은  국부  혼합기(401)의  국부  발진  입력부에  공급된다.  사인파의  주파수가  4MHz라면,  국부 발진기
(402)의  발진  주파수는  140MHz의  변환  출력을  얻기  위해  144MHz  또는  136MHz로  설정된다.  변환 출력
과  관련하여,  국부  발진  누설  성분과  영상  성분은  대역  통과  필터(BPF)에  의해  제거되어 분배기(4)
에 공급된다.

주파수  체배회로를  이용하는  주파수  변환  시스템과  비교해  볼때,  상기  국부  발진기를  이용하는 시스
템은  NCO(22)의  출력의  주파수  변화와  저역  통과  필터(403)의  출력의  주파수  변화가  동일하고, 주파
수를 체배동작에 의해 발생되는 위상 지터의 증대가 생기지 않는 특징이 있다.

제4b도는 직교 변조기를 이용하는 국부 발진기의 다른 실시예를 나타낸다.

NCO(22)의  출력은  사인  변환  특성을  갖는  데이타  변환기(24)에  의해  사인파로  변환되고,  D/A 변환기
(25)에  의해  아날로그  사인파로  변환된다.  출력은  혼합기(503)의  RF  입력  단자에  공급된다. NCO(2
2)의  출력은  코사인  변환  특성을  갖는  데이타  변환기(501)에  의해  코사인파로  변환되고,  D/A 변환기
(502)에 의해 아날로그 코사인파로 변환된다. 출력은 혼합기(504)의 RF 입력 단자에 공급된다.

참조부호  506은  고정  주파수를  갖는  국부  발진기이다.  그  발진  출력은  분배기(505)에  의해  0°의 위
상을  갖는  출력과  90°의  위상을  갖는  출력으로  분배된다.  0°의  위상을  갖는  발진  출력은 혼합기
(504)에  공급되고,  90°의  위상을  갖는  발진  출력은  혼합기(503)에  공급된다.  혼합기(503,504)의 출
력은  합성기(507)에  의해  합성되고,  대역  통과  필터(BPF)(508)를  통해  분배기(4)에  공급된다.  이 회
로에서,  2개의  혼합기(503,504)의  출력에서  발생될  각각의  영상  성분은  합성시에  삭제되기  때문에 
대역 통과 필터의 특성은 비교적 완만해도 된다고 하는 특징이 있다.

또한,  본  발명에  따르면,  AFC  동작과  PLL  동작의  스위칭은  래치회로(21)  및  PLL  루우프  필터(14)를 
제어함으로서  실현될  수  있다.  주파수  오차  검출회로(19)에  있어서  주파수  오차가  충분히  작아지는 
제어  신호가  발생된때,  래치회로(21)  및  PLL  루우프  필터(14)가  제어된다.  본  발명은  이  실시예에 
한정되지 않고 다른 실시예도 가능할 수 있다.

제5도는  AFC  동작  및  PLL  동작을  스위칭하기  위한  스위칭  수단의  다른  실시예를  나타낸다.  위상 검
출기(12)로부터  공급된  위상차  데이타(△θ)는  주파수  오차  검출회로(19)에  공급된다.  주파수  오차 
검출회로(19)의  동작은  상기와  같이  설명된다.  주파수  오차가  충분히  작아지면,  제어  신호가 출력된
다.  위상  검출기(12)의  출력은  PLL측의  루우프  필터(14)에  공급되기에  앞서  스위치(601)를  통해 공
급된다.  주파수  오차  검출회로(19)에  의해  얻어지는  주파수  오차  검출  신호는  AFC  루우프 필터(20)
에  공급되기에  앞서  스위치(602)를  통해  공급된다.  스위치(601,602)는  하나의  수위치가  턴온될때 다
른  스위치가  턴오프되는  식으로  주파수  오차  검출회로(19)로부터  공급되는  제어  신호에  의해 제어된
다.

상기  구성에  따르면,  위상  검출기(12)의  출력의  주파수  오차가  클  때는  스위치(602)를  온하여  AFC 
동작이  실행된다.  주파수  오차가  충분히  작아졌을  때는  PLL  동작이  실행된다.  따라서,  루우프 스위
칭이 실현될 수 있다.

상술한  디지탈  변조파의  복조에  있어서,  전송  시스템에  주파수  난조가  존재하더라도,  입력된 주파수
의  시프트에  의해  발생되는  아이-오프닝의  열화가  디지탈  LPF에서는  거의  발생되지  않는다.  따라서, 
어떠한  데이터  전송  오차도  없는  복조가  달성될  수  있다.  또한,  어떠한  디지탈  PLL도  PLL에 포함되
지  않기  때문에  루우프에서의  지연의  영향으로  인한  위상  지터는  발생되지  않는다.  따라서,  디지탈 
변조파의  복조는  매우  양호한  상태로  얻어질  수  있다.  상기  실시예는  QPSK  변조파용  복조장치로서 
설명되었다.  물론,  본  발명은  QPSK  변조파  이외의  다중  위상을  갖는  디지탈  변조파용  복조장치에도 
적용될 수 있다.

이상  설명한  바와같이  본  발명에  따르면,  위성으로부터  공급된  전송신호  또는  수신기의  주파수 변환
부의 검출 출력 신호에 주파수 난조가 존재한다 하더라도, 수신기의 성능 열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디지탈  변조파를  복조하기  위한  복조장치에  있어서,  위상축이  상이한  제1  및  제2주파수  변환 캐리어
를  발진시키는  국부  발진기(23)와  ;  제1  및  제2위상축  성분이  디지탈  변환되고,  각각의  디지탈  변환 
성분이  제1  및  제2디지탈  저역  통과  필터에  의해  스펙트럼  정형됨으로서  제1  및  제2디지탈  신호를 
얻을 수 있도록 상기 제1  및 제2주파수 변환 캐리어에 의해 디지탈 변조파의 제1  및 제2위상축 성분
을  기저  대역인  주파수  대역으로  변환시키는  주파수  변환기(100)와  ;  상기  제1  및  제2디지탈  신호에 
제1  및  제2재생  캐리어를  곱셈하고,  복소수의  계산에  의해  복소수로  표현되는  제1  및  제2계산 출력
을 얻는 복소 곱셈기 수단(11)과 ;  상기 복소 곱셈기 수단에 의해 얻어지는 상기 제1  및 제2계산 출
력으로  표현되는  위상에  대응하는  위상차  데이타와  위상  검출에  의한  쿼드란트  데이타를  얻고,  상기 
위상차  데이타와  쿼드란트  데이타로부터  다중  위상을  갖는  복조  출력을  얻는  수단(12,13)과  ;  상기 
위상차  데이타를  제1루우프  필터로  평활하여  평활  출력을  얻고,  수치  제어  발진기의  발진  주파수를 
상기  평활  출력으로  제어하며,  상기  수치  제어  발진기의  발진  출력을  데이타  변환기로  데이타 변환
함으로써  상기  제1  및  제2재생  캐리어를  출력하는  위상  고정  루우프(PLL)  수단(14,15,16,17)과  ; 상
기  위상차  데이타가  입력되고  상기  디지탈  변조파의  캐리어  주파수와  상기  국부  발진기의  발진 주파
수간의  주파수  오차가  검출되므로서  주파수  오차  출력을  얻고,  상기  주파수  오차  출력을  평활하여 
얻어지는  평활  출력에  의해  상기  국부  발진기의  발진  주파수를  제어하는  AFC  루우프 수단(19,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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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지탈 변조파용 복조장치.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AFC  루우프  수단(19,20,21)은  상기  디지탈  변조파의  캐리어  주파수와  상기 국
부  발진기의  발진  주파수간의  주파수  오차를  검출하여  주파수  오차  출력을  얻는  주파수  오차  검출 
수단(19)과  ;  상기  주파수  오차  검출  수단(19)으로부터  공급된  상기  주파수  오차  출력을  평활하여 
평활  출력을  얻는  제2루우프  필터(20)와  ;  상기  제2루우프  필터(20)의  출력을  상기  국부 발진기(2
3)의  발진  주파수  제어  단자에  래치시키는  래치  수단(21)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지탈 변
조파용 복조장치.

청구항 3 

제2항에  있어서,  상기  주파수  오차  검출  수단(19)은  상기  주파수  오차가  클  때는  상기  래치 수단
(12)의  출력을  도통  상태,  상기  PLL  루우프  수단(14,15,16,17)의  출력을  고정  상태로  설정함으로써 
상기  AFC  루우프  수단(19,20,21)의  동작  상태를  계속  유지하고,  상기  주파수  오차가  소정의  값보다 
작을  때는  상기  래치  수단(21)의  출력을  유지함으로써  상기  PLL  루우프  수단(14,15,16,17)을  동작 
상태로 제어하는 수단을 포함하는 것을 특지으로 하는 디지탈 변조파용 복조장치.

청구항 4 

제1항에  있어서,  상기  국부  발진기(23)는  상기  주파수  오차  검출  수단(19,20,21)의  출력을  공급하는 
수치 제어 발진기(22)와  ;  상기 수치 제어 발진기(22)의  발진 출력을 사인 변환 특성과 코사인 변환 
특성으로  데이타  변환하는  데이타  변환기(24)와  ;  상기  데이타  변환기(24)의  출력을  아날로그 변환
하는  D/A  변환기(25)와  ;  상기  D/A  변환기(25)의  출력을  주파수  체배하는  주파수  체배회로(26-29)와 
;  상기  주파수  체배회로(26-29)의  출력을  0°의  위상을  갖는  상기  제1주파수  변환  캐리어와  90°의 
위상을  갖는  상기  제2주파수  변환  캐리어로  분배하는  분배기(4)를  포함하고  ;  상기  주파수 변환기
(100)는  상기  제1주파수  변환  캐리어와  상기  디지탈  변조파의  곱셈과  상기  제2주파수  변환  캐리어와 
상기  디지탈  변조파의  곱셈을  실행함으로서  제1  및  제2검출  출력을  얻는  준동기  및  직교  검출 수단
(2,3)과  ;  상기  준동기  및  직교  검출  수단(2,3)에  의해  얻어진  상기  제1  및  제2검출  신호를  디지탈 
변환하는  제1  및  제2아날로그  디지탈  변환  수단(6,7)과  ;  상기  제1  및  제2아날로그  디지탈  변환 수
단(6,7)의  출력을  스펙트럼  정형하는  제1  및  제2디지탈  저역  통과  필터(8,9)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
으로 하는 디지탈 변조파용 복조장치.

청구항 5 

제1항에  있어서,  상기  국부  발진기(23)는  위상축이  고정  주파수로  상이한  제3  및  제4주파수  변환 캐
리어를  발진시키는  제1국부  발진  주파수(4,5)와  ;  상기  주파수  오차  검출  수단의  출력을  공급하는 
수치 제어 발진기(22)와  ;  상기 수치 제어 발진기(22)의  발진 출력을 사인 변환 특성과 코사인 변환 
특성으로  데이타  변환하는  제1  및  제2데이타  변환기(31,32)를  갖는  제2국부  발진  회로를  포함하고  ; 
상기  주파수  변환기(100)는  상기  제3주파수  변환  캐리어와  상기  디지탈  변조파의  곱셈과  상기 제4주
파수  변환  캐리어와  상기  디지탈  변조파의  곱셈을  실행함으로써  제1  및  제2검출  출력을  얻는  준동기 
및 직교 검출 수단(2,3)과 ;  상기 준동기 및 직교 검출 수단(2,3)에 의해 얻어진 상기 제1  및 제2검
출  신호를  디지탈  변환하는  제1  및  제2아날로그  디지탈  변환  수단(6,7)과  ;  상기  제1  및 제2아날로
그  디지탈  변환  수단(6,7)의  출력을  상기  제1  및  제2주파수  변환  캐리어로  곱하여  복소수로 표현되
는  제1  및  제2주파수  변환  출력을  얻는  주파수  변환수단(33)과  ;  상기  제1  및  제2아날로그  디지탈 
변환  수단(6,7)의  출력을  스펙트럼  정형하는  제1  및  제2디지탈  저역  통과  필터(8,9)를  포함하는 것
을 특징으로 하는 디지탈 변조파용 복조장치.

청구항 6 

제1항에  있어서,  상기  국부  발진기(23)는  상기  수치  제어  발진기(22)의  발진  출력을  사인  변환  특성 
또는  코사인  변환  특성으로  데이타  변환하는  데이타  변환기(24)와  ;  상기  데이타  변환기(24)의 출력
을  아날로그  변환하는  D/A  변환기(25)와  ;  상기  D/A  변환기(25)의  출력을  고정  주파수 발진기(402)
의  발진  출력으로  곱하는  곱셈기(401)와  ;  상기  곱셈기(401)의  출력이  공급되는  대역  통과 필터
(403)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지탈 변조파용 복조장치.

청구항 7 

제1항에  있어서,  상기  국부  발진기(23)는  상기  수치  제어  발진기(22)의  발진  출력을  사인  변환 특성
으로  데이타  변환하는  제1데이타  변환기(24)  및  상기  발진  출력을  코사인  변환  특성으로  데이타 변
환하는  제2데이타  변환기(501)와  ;  상기  제1  및  제2데이타  변환기(24,501)의  출력을  각각 디지탈/아
날로그 변환하는 제1  및  제2  D/A  변환기(25,502)와  ;  상기 제1  및  제2  D/A  변환기(25,502)의  출력을 
고정  주파수  발진기(506)으로부터  공급된  차  위상을  갖는  발진  출력으로  곱셈하는  제1  및 제2곱셈기
(503,504)와  ;  상기  제1  및  제2곱셈기(503,504)의  출력을  합성하는  합성기(507)와  ;  상기 합성기
(507)의  출력이  공급되는  대역  통과  필터(508)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지탈  변조파용 복
조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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