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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국부발진기위상잡음제거변조기술을사용한데이타전송시스템

명세서

기술분야

본 발명은 국부 발진기의 위상 잡음(local oscillator phase noise)을 제거하는 변조 기술에 관<1>
한 것이다.

배경기술

임의의 데이타 전송 시스템에서 최종 신호 대 잡음비(이하, SNR)를 최대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전송 반송파 데이타 전송 시스템에서 SNR을 제한하는 잡음이 주로 전송 변조기와 수신 복조기 양쪽에 있
는 국부 발진기(이하, LO)의 위상 불안정때문인 것으로 밝혀졌다. 위상 불안정을 최소화하여 최종 SNR을 
개선하는 한가지기술은 더 정확하게 제어되는 LO를 사용하는 것이다. 더 정확하게 제어되는 LO의 구성에
는 더 안정적인 위상 특성을 갖는 신호를 생성하기 위해 더 복잡한 회로와 고성능의 부품이 사용된다. 그
러나 이러한 LO는 복잡한 회로와 고성능의 부품을 사용하므로 그 가격이 통상의 LO보다 더 비싸다. 상기 
시스템의 가격은 특히 소비재 전자 제품에서 최소화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불안정한 LO의 위상하
에서 값비싼 고품질의 회로와 구성 부품을 사용하지 않고 최종 SNR을 개선시킬 수 있는 변조 기술이 바람
직하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본 발명의 원리에 따르는 데이타 전송 시스템은 데이타 신호 소스(source)와 변조기를 포함하는<3>
데 상기 변조기는 상기 데이타 신호에 응답하여 상기 데이타 신호를 나타내는 제1 변조 신호와 상기 데이
타 신호와 위상차가 180도인 신호(signal 180 out-of-phase)를 나타내는 제2 변조 신호를 생성한다. 상기 
제1 및 제2 변조 신호는 전송 채널을 통해 전송된다. 제1 복조기는 전송된 제1 변조 신호를 복조시키고, 
제2 복조기는 전송된 제2 변조 신호를 복조시킨다. 상기 제1 및 제2 복조기에 응답하여, 감산기가 상기 
데이타 신호를 나타내는 신호를 생성한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에 따른 전송기의 블록도.<4>

도 2는 도 1에 도시되어 있는 전송기에 의해 생성되는 스펙트럼을 나타낸 주파수 다이어그램.<5>

도 3은 도 1에 도시되어 있는 전송기와 결합하여 사용될 수 있는 본 발명에 따른 수신기의 블록<6>
도.

실시예

도 1은 본 발명에 따르는 데이타 전송기의 블록도이다. 도 1에서 데이타 신호(x(t))의 소스(도시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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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략)가  상기  데이타  전송기의  입력  단자(5)에  결합된다.  입력  단자(5)는  구형파  전압  제어 발진기
(VCO)(10)의 주파수 제어 입력 단자에 결합된다. VCO(10)의 출력 단자는 혼합기(20)의 제1 입력 단자에 
결합된다. 혼합기(20)의 출력 단자는 상기 데이타 전송기의 출력 단자(15)에 결합된다. 상기 출력 단자
(15)는 전송 채널(도시 생략)의 근단부(near end)에 결합되는데 상기 전송 채널은 고주파 전송이나 광전
송, 또는 아래에서 상세히 기술되는 바와 같이 출력 단자(15)에서 수신기로 신호를 전송하는 임의의 다른 
전송 방법을 포함할 수 있는 채널이다. 전송 반송파 국부 발진기(LO)(30)는 혼합기(20)의 제2 입력 단자
에 결합된다.

도 2는 도 1에 도시되어 있는 전송기의 동작을 이해하는 데 유용한 주파수 다이어그램이다. 주파<8>
수가 fs 인  구형화의 양면 스펙트럼은 주파수 ±f s  에서의 기본 성분과 기본 주파수 fs 의  홀수 고조파

(harmonics)에서 예를 들어, ±3fs, ±5fs  ...에서 진폭이 감소하는 추가 성분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공지

되어 있다. 또한, 정스펙트럼(positive spectrum)과 부스펙트럼(negative spectrum)의 대응 부분이 서로 
180°위상차가 있다고 공지되어 있다. 동작시에 데이타 신호(x(t))는 상기 VCO(10)에 의해 생성된 구형파 
신호를 주파수 변조한다. 상기 구형파의 각 성분은 상기 데이타 신호(x(t))에 의해 변조되고 독자적으로 
x(t)로부터의 모든 정보를 반송하는 FM 반송파로서 동작한다. 상기 FM 변조에 대한 최대 주파수 편차는 
각각의 구형파 성분 주위의 측파대들(sidebands)이 상대적으로 폭이 좁아서 서로 중복되지 않도록 선택된
다.

상기 측파대 성분을 모두 포함하는 FM 변조 구형파 신호는 혼합기(20) 및 LO(30)에 의해 공지 방<9>
법으로 전송 반송파 주파수 fa로 상향 변환된다(up-converted). 도 2에 도시되어 있는 상기 신호의 스펙트

럼 Y(f)는 그 중심이 주파수 fa(2) 주위에 있다. 상측파대에서 제1 에너지 대역(4)은 fa + fs 주위에 중심

이 있고, 제2 에너지 대역(6)은 fa + 3fs 주위에 중심이 있다. 하측파대에서 제1 에너지 대역(7)은 fa - fs 

주위에 중심이 있고, 제2 에너지 대역(9)은 fa - 3fs  주위에 중심이 있다. 다른 에너지 대역도 존재하지

만 도시하지 않는다. 에너지 대역(4)과 에너지 대역(7), 에너지 대역(6)과 에너지 대역(9)은 각각 서로 
180도의 위상차가 있다. 이러한 위상차는 에너지 대역(4) 및 (6) 아래에 "+" 부호로 표시되고, 에너지 대
역(7) 및 (9) 아래에 "-" 부호로 표시되어 있다. 상기 "+" 및 "-" 부호는 주파수 대역으로 표시되는 대응 
신호들 사이에 180도의 위상차가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지 어떤 절대적인 산술 관계가 있음을 나타내지는 
않는다.

모든 측파대 성분(도 2의 4-9)으로 이루어진 FM 변조 구형파 신호가 혼합기(20)에서 단일 유닛으<10>
로 주파수 상향 변환된다. 따라서, LO(30)에 의해 생성된 반송파 신호내의 임의의 위상 불안정이 FM 변조 
구형파 신호의 각 측파대 성분에게 정확히 동일한 방식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상기 LO(30)내의 임의의 
위상 불안정에 의해 생성되는 잡음은 FM 변조된 구형파 신호를 이루는 측파대 세트의 위상 변조로 나타난
다. 각각의 측파대 성분은 동일 방법으로 위상 변조될 것이고, 따라서 상기 위상 변조는 상측파대 및 하
측파대 양쪽의 모든 에너지 대역(4-9)에서 동상(in-phase)에 있게 될 것이다. 상기한 LO(30)에서의 위상 
불안정이 변조 신호에 잡음을 야기시키고 SNR을 감소시킨다.

도 3은 도 1에 도시되어 있는 전송기에 대응하는 데이타 수신기의 블록도이다. 도 3에서 전송 채<11>
널(도시 생략)의 원단부가 데이타 수신기의 입력 단자(35)에 결합된다. 입력 단자(35)는 흔합기(20')의 
제1 입력 단자에 결합된다. 중간 주파수(IF) LO(30')는 혼합기(20')의 제2 입력 단자에 결합된다. 혼합기
(20')의 출력 단자는 대역 통과 필터(BPF) 회로(40)의 입력 단자에 결합된다. BPF(40)의 출력 단자는 제1 
위상 고정 루프(phase locked loop)(50)와 제2 위상 고정 루프(100)의 각각에 결합된다. 상기 제1 위상 
고정 루프는 위상 검출기(52), 루프 필터(54) 및 전압 제어 발진기(56)가 공지의 방법으로 배열되어 이루
어져 있고, 상기 제2 위상 고정 루프는 위상 검출기(102), 루프 필터(104) 및 전압 제어 발진기(106)가 
공지의 방법으로 배열되어 이루어져 있다. 제1 위상 고정 루프(50)의 출력 단자는 가산기(60)의 반전 입
력  단자에  결합되고,  제2  위상  고정  루프(100)의  출력  단자는  가산기(60)의  비반전  입력  단자에 
결합된다. 가산기(60)의 출력 단자가 저대역 필터(LPF)(80)의 입력 단자에 결합된다. LPF(80)의 출력 단
자는 데이타 수신기(45)의 출력 단자에 결합된다. 상기 데이타 수신기의 출력 단자(45)는 상기 전송된 데

이타 신호 (t)를 이용하는 회로(도시 생략)에 결합된다.

동작시에 입력 단자(35)는 전송된 변조 신호 (t)를 수신하고, 혼합기(20')와 주파수가 fa - fb<12>
인 IF LO(30')를 사용하여 수신한 상기 변조 신호를 전송 반송파 주파수 fa 근처에서 IF 주파수(중간 주파

수) fb 로 하향 변환시킨다. 상기 주파수 하향 변환된 신호의 스펙트럼은 중심 주파수(2)가 도 2애 도시된 

fa 대신에 fb인 것을 제외하고는 도 2에 도시되어 있는 스펙트럼과 동일하다 따라서, 측파대(4)에 대응하

는 IF 측파대는 fb + fs에 중심이 있고, 측파대(7)에 대응하는 IF 측파대는 fb - fs에 중심이 있다. 기타 

측파대의 중심도 fa 대신에 fb인 것을 제외하고는 양 스펙트럼이 동일하다.

대역통과 필터(40)는 fb의 중심 주파수(center frequency)와 측파대(4) 및(7)만 통과시키기에 적<13>
절한 대역폭을 갖는다. 상기한 바와 같이 상기 측파대의 각 성분들은 독자적으로 FM 변조 데이타 신호 
x(t)를 나타낸다. PLL(50)의 VCO(56)는 중심 주파수가 fb + fs이고, PLL(50)은 상측파대(4)에 의해 반송된 

데이타 신호를 검출 및 복조시킨다. PLL(100)의 VCO(106)는 중심 주파수가 fb - fs이고, PLL(100)은 하측

파대(7)에  의해  반송된  데이타  신호를  검출  및  복조시킨다.  PLL(50)로부터  검출된  데이타  신호와 
PLL(100)로부터 검출된 데이타 신호가 상기한 바와 같이 180도의 위상차가 있기 때문에, 상기 데이타 신
호들은 가산기(60)의 출력에서 보강되고, 상기 전송기 LO(30)와 수신기 LO(30')에 의해 도입된 임의의 위
상 잡음이 상기한 바와 같이 측파대(4) 및 (7)에서 동상이기 때문에, 상기 잡음 성분은 가산기(60)의 출

력에서 소거된다. 상기 LPF(80)는 잡음이 소거된 수신 데이타 신호 (t)를 생성한다.

상기 시스템은 LO 위상 잡음 제거 시스템으로 기술되었으나, 동일 시스템으로 수정을 조금하면 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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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의 데이타 신호를 전송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도 1에서 제2 데이타 신호 z(t)의 소스가 데이타 전송기
의  제2  입력  단자(25)에  결합된다.  입력  단자(25)는  가상선(phantom)으로  도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LO(30)의 주파수 제어 입력 단자에 결합된다. 제2 데이타 신호가 LO 신호를 FM 변조한다. 전송기의 나머
지 부분은 전술했던 방법으로 동작한다. 제2 FM 변조 데이타 신호에 기인한 스펙트럼은 도 2에 가상선으
로 도시되어 있다. 도시된 바와 같이 각 측파대(4-9)는 상기 FM 변조된 제2 데이타 신호 성분(3)을 포함
하는 혼합 신호이다. 상기 제2 데이타 신호 성분은 모든 측파대(4-9)에서 동상이다. 도 2에는 전술한 바 
있는 에너지 대역(4-9)에 대해 표시한 것과 유사한 방법으로 모든 에너지 대역(4-9)에서 FM변조된 제2 데
이타 신호 성분(3) 아래에 "+" 부호가 표시되어 있다.

도 3의 수신기가 전술했던 방법으로 동작하여 LO 위상 잡음과 제2 데이타 신호가 함께 제거된 수<15>

신 데이타 신호 (t)를 생성한다. 또한 PLL(50)과 PLL(100)의 출력 단자는 가상선으로 도시되어 있는 것
처럼 가산기(70)의 비반전 입력 단자에 각각 결합된다. PLL(50)로부터 나온 제1 데이타 신호와 PLL(100)
로부터 나온 제1 데이타 신호들은 전술한 바와 같이 180도의 위상차가 있기 때문에 이들 신호들은 가산기
(70)의 출력에서 소거된다. 그러나, PLL(50) 및 (100)로부터 나온 제2 데이타 신호 및 임의의 LO 위상 잡
음 성분은 동상이기 때문에 이들 신호들은 합산기(70)의 출력에서 보강된다. 저역 필터(LPF)(90)는 가상

선으로 도시된 것처럼 합산기(70)의 출력 단자에 결합되어 수신된 제2 데이타 신호 (t)와 LO 위상 잡음 
성분을 통과시킨다.

상기 제2 데이타 신호 경로에서는 LO 위상 잡음 제거가 없으므로 높은 SNR을 요구하는 데이타 신<16>
호에 대해서는 고성능 LO가 사용되어야 한다. 이와 선택적으로 최종 SNR이 낮아도 사용될 수 있는 신호에 
대해서만 제2 데이타 신호 경로를 사용할 수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데이타 전송 시스템에 있어서,

a) 데이타 신호 소스(source)(5, 25);

b) 상기 데이타 신호에 응답하여 상기 데이타 신호를 나타내는 제1 변조 신호와, 상기 데이타 신
호와 180도의 위상차를 갖는 신호를 나타내는 제2 변조 신호를 생성하는-여기서 상기 제1 및 제2 변조 신
호는 FM 변조된 것임-변조기(20);

c) 상기 제1 및 제2 변조 신호를 전송하는 전송 채널;

d) 상기 전송 채널에 결합되어 상기 전송된 제1 변조 신호를 복조하는 제1 복조기(50);

e) 상기 전송 채널에 결합되어 상기 전송된 제2 변조 신호를 복조하는 제2 복조기(100); 및

f) 상기 제1 및 제2 복조기의 각각에 결합되어 상기 데이타 신호를 나타내는 신호를 생성하는 제
1 및 제2 감산기(60, 70)

를 포함하는 데이타 전송 시스템.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1 및 제2 복조기(50, 100)는

각각 제1 및 제2 위상을 가지는 제1 및 제2 위상 고정 루프 FM 검출기-각 검출기는 상기 전송된 
변조 신호에 반응하는 제1 입력 단자 및 제2 입력 단자를 가짐-;

상기 제1 및 제2 위상 검출기에 각각 결합되어 복조 데이터 신호를 생성하는 제1 및 제2 루프 필
터(54, 104); 및

상기 제1 및 제2 루프 필터에 각각 결합되는 주파수 제어 입력 단자와 상기 제1 및 제2 위상 검
출기 각각의 제2 입력 단자에 결합되는 출력 단자를 각각 가지는 제1 및 제2 전압 제어 오실레이터(56, 
106)

를 포함하는 데이타 전송 시스템.

청구항 3 

제2항에 있어서,

상기 변조기(20)는 제1 주파수에 중심을 두고 있는 상기 제1 FM 변조 신호와, 제2 주파수에 중심
을 두고 있는 상기 제2 FM 변조 신호를 생성하고;

상기 제1 복조기의 상기 제1 전압 제어 발진기(56)의 중심 주파수(center frequency)는 상기 제1 
주파수이고;

상기 제2 복조기의 상기 제2 전압 제어 발진기(106)의 중심 주파수는 상기 제2 주파수인

데이타 전송 시스템.

청구항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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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에 있어서,

상기 감산기에 결합되어 상기 데이타 신호를 표시하는 신호를 통과시키는 저역 필터(80, 90)를 
더 포함하는 데이타 전송 시스템.

청구항 5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전송 채널과 상기 제1 및 제2 복조기 사이의 직렬 커플링(coupling),

상기 전송된 제1 및 제2 변조 신호를 각각 제1 및 제2 중간 주파수로 변환하는 주파수 하향 변환
기(down converter)(20'), 그리고

상기 변조기(20)로부터의 상기 변환된 제1 및 제2 변조 신호를 통과시키는 통과대역을 갖는 대역
통과 필터(40)를

더 포함하는 데이타 전송 시스템.

청구항 6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변조기(20)는 상기 데이타 신호 소스에 결합되는 주파수 제어 입력 단자를 갖는 전압 제어 
구형파 발진기(10)를 포함하고;

상기 변조기(20)는 상기 구형파 발진기에 결합되는 주파수 상향 변환기(up-converter)를 더 포함
하는 데이타 전송 시스템.

청구항 7 

데이타 수신기에 있어서,

a) 데이타 신호를 나타내는 제1 변조 신호와, 상기 데이타 신호와 위상차가 180°인 신호를 나타
내는 제2 변조 신호의 소스(source)(35);

b) 상기 제1 변조 신호를 복조하는 제1 복조기(50):

c) 상기 제2 변조 신호를 복조하는 제2 복조기(100); 및

d) 상기 제1 및 제2 복조기에 응답하여 상기 데이타 신호를 나타내는 신호를 생성하는 제1 및 제
2 감산기(60, 70)를 포함하며,

여기서, 상기 소스는 상기 제1 및 제2 변조 신호에 응답하여 상기 제1 및 제 2 변조 신호를 각각 
제1 및 제2 중간 주파수로 변환하는 주파수 하향 변환기(20')와, 상기 주파수 하향 변환기(20')에 결합하
여 상기 변환된 제1 및 제2 변조 신호를 통과시키는 통과 대역을 가진 대역 통과 필터(40)를 포함하는

데이타 수신기.

청구항 8 

제7항에 있어서,

상기 소스(35)는 상기 제1 및 제2 변조 신호-FM 변조된 상태임-를 생성하고;

상기 제1 및 제2 복조기(50, 100)는 각각 제1 및 제2 위상 고정 루프 FM 검출기를 포함하고, 상
기 제1 및 제2 위상 고정 루프 FM 검출기는 각각 상기 대역 통과 필터(40)에 결합되는 제1 입력 단자와 
제2 입력 단자를 갖는 제1 및 제2 위상 검출기(52, 102)와, 각각 상기 제1 및 제2 위상 검출기(52, 102)
에 결합되어 복조데이터 신호를 생성하는 제1 및 제2 루프 필터(54, 104)와, 그리고 상기 루프 필터의 각
각에 결합되는 주파수 제어 입력 단자와 상기 위상 검출기의 제2 입력 단자에 결합되는 출력 단자를 가지
는 제1 및 제2 전압 제어 발진기(56, 106)를 포함하며;

상기 제1 복조기의 상기 제1 전압 제어 발진기의 중심 주파수는 상기 제1 중간 주파수이며; 그리
고

상기 제2 복조기의 상기 제2 전압 제어 발진기의 중심 주파수는 상기 제2 중간 주파수인

데이타 수신기.

청구항 9 

데이타 신호를 나타내는 제1 변조 신호와, 상기 데이타 신호와 180° 위상차를 갖는 신호를 나타
내는 제2 변조 신호를 생성하는 데이타 송신기에 있어서;

a) 상기 데이타 신호 소스(5, 25); 및

b) 상기 데이타 신호 소스에 결합되는 주파수 제어 입력 단자를 갖는 전압제어 구형파 발진기
(10)

를 포함하는 데이타 송신기.

청구항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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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항에 있어서,

상기 구형파 발진기(10)에 결합되는 주파수 상향 변환기(up-converter)(20)를 더 포함하며, 상기 
주파수 상향 변환기는

a) 송신기 국부 발진기(30); 및

b) 상기 구형파 발진기(10)와 상기 국부 발진기(30)에 결합되어 상기 제1 및 제2 변조 신호를 생
성하는 혼합기(20)를 포함하는

데이타 송신기.

청구항 11 

이중(dual) 데이타 신호 전송 시스템에 있어서,

a) 제1 데이타 신호 소스(5, 25);

b) 제2 데이타 신호 소스(5, 25);

c) 상기 제1 데이타 신호 및 제2 데이타 신호에 응답하여, 상기 제1 데이타 신호 및 제2 데이타 
신호의 혼합(composite) 신호를 나타네는 제1 변조 신호와, 상기 제2 데이타 신호 및 상기 제1 데이타 신
호와 180도 위상차를 갖는 신호의 혼합 신호를 나타내는 제2 변조 신호를 생성하는 변조기(20);

d) 상기 제1 및 제2 혼합 변조 신호를 전송하는 전송 채널;

e)  상기 전송 채널에 결합되어 상기 전송된 제1  혼합 변조 신호를 복조하는 제1  복조기(50, 
100);

f)  상기 전송 채널에 결합되어 상기 전송된 제2  혼합 변조 신호를 복조하는 제2  복조기(50, 
100);

g) 상기 제1 및 제2 복조기에 결합되어 상기 제1 데이타 신호를 나타내는 신호를 생성하는 감산
기(60, 70); 및

h) 상기 제1 및 제2 복조기에 결합되어 상기 제2 데이타 신호를 나타내는 신호를 생성하는 가산
기(60, 70)

를 포함하는 이중 데이타 신호 전송 시스템.

청구항 12 

데이타 수신기에 있어서,

a) 제1 및 제2 데이타 신호의 혼합(composite) 신호를 나타내는 제1 변조 신호와, 상기 제2 데이
타 신호 및 상기 제1 데이타 신호와 180도 위상차를 갖는 신호의 혼합 신호를 나타내는 제2 변조 신호의 
소스(5, 25);

b) 상기 제1 혼합 변조 신호를 복조하는 제1 복조기(50, 100);

c) 상기 제2 혼합 변조 신호를 복조하는 제2 복조기(50, 100);

d) 상기 제1 및 제2 복조기에 결합되어 상기 제1 데이타 신호를 나타내는 신호를 생성하는 감산
기(60, 70); 및

e) 상기 제1 및 제2 복조기에 결합되어 상기 제2 데이타 신호를 나타내는 신호를 생성하는 가산
기(60, 70)

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데이타 수신기.

청구항 13 

제12항에 있어서,

상기 소스는

a) 상기 제1 및 제2 혼합 변조 신호에 응답하여, 상기 제1 및 제2 변조 신호를 각각 제1 및 제2 
중간 주파수로 변환하는 주파수 하향 변환기(20'); 및

b) 상기 주파수 하향 변환기에 결합되어 상기 변환된 제1 혼합 변조 신호 및 제2 혼합 변조 신호
를 통과시키는 통과대역을 갖는 대역통과 필터(40)를 포함하는 데이타 수신기.

요약

데이타 신호 소스와, 상기 데이타 신호에 응답하여 상기 데이타 신호를 나타내는 제1 변조 신호
와 상기 데이타 신호와 180도 위상차를 갖는 신호를 나타내는 제2 변조 신호를 생성하는 변조기를 포함하
는 데이타 전송 시스템이 본 발명에 개시되어 있다. 상기 제1 및 제2 변조 신호는 전송 채널을 통해 전송
된다. 제1 복조기(50, 100)는 전송된 제1 변조 신호를 복조시키고, 제2 복조기(50, 100)는 전송된 제2 변
조 신호를 복조시킨다. 감산기(60, 70)는 상기 제1 및 제2 복조기에 응답하여 상기 데이타 신호를 나타내
는 신호를 생성한다.

대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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