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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내용 없음.

대표도

도1

명세서

[발명의 명칭]

고속 디지탈 루우프 트랜시버

[도면의 간단한 설명]

제1도는 본 발명에 의한 트랜시버의 개통도.

제2도는 본 발명에 의한 수신기회로의 일부분의 개략도.

제3도는 본 발명에 의한 전치보상 기능을 갖는 송신기 회로의 일부분의 개략도.

제4a도는 본 발명에 의한 전송된 파형의 파형도.

제4b도는 본 발명에 의한 가변 임계값을 갖는 수신된 파형을 나타내는 파형도.

제4c도는  데이타  윈도우(window)  신호를  나타내는  파형도로서  이  신호기간동안  데이타  신호들이 유
효함을 나타내는 도면.

제5a도는 데이타 또는 동기 비트신호의 출력 파형을 나타내는 파형도.

제5b도는 프레임 또는 FRM신호의 일부분을 나타내는 파형도.

제5c도는 예시적인 클록신호도.

제5d도는 제4c도의 파형과 등가인 예시적인 데이타 윈도우 신호의 파형도.

제5e도는 예시적인 데이타 출력신호를 나타내는 파형도.

[발명의 상세한 설명]

본  발명은  디지탈  무선통신에  관한  것으로  특히  길이가  수천  피이트나  되는  표준적인  전화의 트위스
트  쌍선케이블(twisted-pair  cable)을  사용하는  초당  메가비트  데이타  속도범위의  디지탈 무선통신
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은 주로 음성,  데이타 및 영상의 전송을 지원해줄 수 있는 국소적인 루우프 
디지탈  가입자  전화시템에  사용되기에  가장  적합하다.  그러나,  본  발명에  의한  장치는  또한  데이타 
획득 및 디지탈 제어업무와 관련된 것에 사용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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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는  초당  1메가비트를  넘는  주파수에서의  디지탈  형식의  정보전송은  일반적으로 광섬유케이블
대신  동축케이블,  쉴드된  트위스트  쌍선케이블과  같은  값싼  케이블  시스템으로  성취시켜  왔다. 과거
의  그러한  시스템은  일반적으로  아나로그  등화(analog  equalization)  및  위상  동기를  포함하여 복잡
한 데이타 회복 수법을 필요로 했다.

그러한  공지의  수법의  사용은  비용이  문제가  되지않는  컴퓨터  장치간의  통신에는  합당하게  사용할 
수  있긴  하지만  종종  기설치된  안가의  표준적인  트위스트  쌍선케이블에  사용  적합한  비교적  안가의 
신뢰성높은  시스템이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트랜시버(transceiver)는  경제적  기준에 
맞아야할  뿐만  아니라  엄격한  비트오차율기준,  방사(radiation)기준  및  누화(cross-talk)기준을 만
족시켜야 한다.

퍼스날  컴퓨터등을  포함하여  각종  형식의  디지탈  통신장비를  구비한  전화의  기설치된  트위스트 쌍선
케이블에  대해  인터페이스(inter-face)를  제공할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할당된  음성  및  데이타 
통신을  실행하기  위한  하나의  가능한  수법으로는  음성,  데이타  또는  제어  및  신호정보를  내장하고 
있는 패킷(packet)들을 교환 사용하는 것이 있다.

이를  효과적으로  실현시키기  위해서  패킷이  교환되는  통신은  회화통신을  행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지연으로  음성신호들을  전송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고속이어야만  한다.  배선의  수를  최소한으로 
하는  것이  요구되는  PBX환경에서는  데이타를  운송하는  동일한  물리적  배선들상에  출력을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되려면  디지탈  데이타가  D.C.오프세트(offset)가  없는  AC형식으로  되어야 
하는  조건이  맞아야  한다.  따라서,  송신기와  수신기는  이와같은  펄스  트랜스에  의해  전송매체에 결
합될  수  있으며,  또한  교호의  마크반전(alternate  mark  inversion  :  AMI)과  같은  데이타  및 코딩구
성이  사용되어야  한다.  AMI코드화  구성은  트랜스  결합된  라인들에  적합하긴  하지만  AMI구성은 자기
클록형(self-clocking)이  아니므로  동기가  쉽게  상실된다.  종래에는  해결방법으로서  수정된 AMI구성
을  제공하였다.  이는  펄스간을  임의로  길게하는  임의의  길이의  시퀀스를  고려하는  것이  알려져 
있다.  그  수정된  AMI구성은  데이타  흐름(stream)내에  고의적으로  쌍극의  방해를  삽입시키는  것을 포
함한다. 그러한 시스템들에 대한 검출구성은 일반적으로 너무 복잡하고 값비싸다.

수백  피이트를  초과하는  장거리에  걸쳐  동작하는  고주파  전송시스템은  일반적으로  자기  코드화 구성
을  채용하며  또한  연속적인  주파수  및/또는  위상  트랙킹을  수반하는  위상록크  루우프  동기수법을 사
용한다.  위상록크  루우프  동기수법은  각  프레임의  최초에  한정된  획득시간을  요구하므로  대역폭의 
제한  및  지연때문에  빈번한  동기를  수반하는  고속환경에서의  사용이  심각하게  방해된다.  더우기 선
행기술의  구성에서  라인의  전환이  동기지연에  의해  지연되기  때문에  전  2중  능력을  달성하기  위해 4
와이어시스템이 종종 필요하게 된다.

주목되는  다른  문제점,  특히  수백  피이트  길이이상의  표준적인  트위스트  쌍선케이블에  관한 문제점
은  라인들  자체에  의해  원인이  되는  저역통과  필터  효과에  있다.  매체에  의존하는  저역통과 필터특
성은  데이타속도가  매체의  대역폭에  근접할때  의율을  일으키며  이  의율은  부호간섭(intersymbol 
interference)의  문제를  증대시킨다.  과거에는  저역통과  특성이  아나로그등화에  의해  채널의 수신측
에서 보상되었으므로 허용 가능한 비트오차율을 달성할 수 있었다.

아나로그  등화  그  자체는  디지탈  집적화에  도움이  되지  못하므로,  결국  다른  회로들의  대규모 집적
화에 의해 얻을 수  있는 장점들이 감소된다.  또한 여전히 부호간 간섭은 논리값 1과  0간에서 구별되
도록  사용되는  레벨검출  임계값에  모순된  요구를  강요한다.  예를들어  펄스들의  부재로부터  펄스들을 
분리하기  위해  사용된  임계전압은  부호간  간섭의  영향을  보상할  수  있도록  가능한한  낮추는  것이 좋
다.  한  펄스에  후속하여  부재된  펄스의  전송은  만일  펄스들의  부재로부터  펄스들을  분리시키기  위해 
사용된  임계전압이  낮은  값에  세트된  경우,  연속된  펄스로서  수신측에서  부정확하게  검출될  수도 있
다.  이러한  오판독은  저역통과  필터로서  작용하는  전송매체의  비교적  긴  방전시간에  기인한다. 간단
히  말해  검출구성은  더욱  복잡하게  된다.  왜냐하면  AMI와  같은  DC후리코딩구성(DC  free  doding 
scheme)은  바지기(non-self)크록형이기  때문이다.  클록신호는  동기목적으로  AMI코드내에  종종 삽입
된다. 불행하게도 클록신호는 DC아티팩트(artifact)를 발생시킬 수도 있다.

이러한  문제들과  기타  문제들은  PBX환경에서  음성  및  데이타  상호교환에  적합한  고속  디지탈 트랜시
버의 개량으로 극복되어 왔다.

디지탈트랜시버는  PBX환경에서  패킷  프로토콜(protocol)을  통하여  음성과  데이타를  교환하기  위해 
설치된다.  그  환경은  M비트/초범위내에서  통신하는  트랜시버들을  상호  접속시키는  트위스트  쌍선 와
이어  케이블들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각  트랜시버는  순수한  교호의  마크  반전코딩으로  패킷화된 
펄스  코드변조  정보를  통신한다.  프레임  동기는  가변길이의  빈번히  동기되는  윈도(window)의  사용에 
의해  성취된다.  즉,  고속클록에  의해  구동되는  고속계수기로부터  동기를  유도하는  윈도우를 가변길
이의  빈번히  동기되는  윈도를  사용함으로써  성취된다.  동기를  위해  고속계수를  사용하면  위상록크 
루우프  동기구성과  그에  수반하는  유한의  위상  획득지연에  대한  필요성이  제거된다.  그밖에 트랜시
버의  수신부분은  임계레벨들간을  선택하기  위한  수단을  사용한다.  스위칭은  전송된  신호에서의 쌍극
의  방해가  결여될  가능성에  응답하여  실행된다.  부호간  간섭의  영향은  또한  연속적인  비트들간의 슬
류레이트(slew  rate)를  최대화시키도록  전송된  신호내의  디지탈  전치보상을  설비함으로서 최소화된
다. 전치보상 구성은 비트패턴과 비트의 시퀀스에 내포된 에너지양을 아는것에 기준한다.

본  발명은 DSI(TI)  펄스  코드 변조된 데이타 통신 프레임에 적합한 패킷 싸이즈를 갖는 핑퐁 프로토
콜을  사용하는  패킷화된  전이중  2-와이어  음성  및  데이타  통신시스템으로  실행된다.  125마이크로 초
당  16바이트에  이르는  프레임이  전송될  수도  있다.  그  프레임은  1.024M비트/초의  최대  데이타 속도
에  대응한다.  트위스트  쌍선케이블을  통하는  실제  전송속도는  단일  트위스트  쌍선케이블을  통하는 
전이중  2-와이어통신을  허락해주도록  2M비트/초  정도이다.  전이중  능력은  한  프레임에서  한 방향으
로  정보의  버어스트(burst)를  전송시키고  그후  그다음  프레임에서  반대방향으로  정보의  버어스트를 
전송시킴으로서  얻어진다.  동기는  각  프레임마다  회복되어야  하며,  또한  여기에  개시된  특정한 실시
예에서는  125마이크로  초마다  동기가  회복된다.  고속  계수기를  근거하여  프레임  동기된  클록을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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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 빈번하고 신속한 동기가 가능해진다.

이하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의 양호한 실시예를 상세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제1도는  본  발명에  의한  디지탈  트랜시버  10의  개통도를  나타낸다.  입력은  비례하는  수의  전송 레지
스트들  12에  결합된  8개의  데이타  라인(8D)들과  3개의  제어라인(3C)들을  포함하며,  이  전송 레지스
터들  12는  병렬-직렬변환기  14에  차례로  결합되어  있다.  여기서,  병렬  데이타  라인들상에  수신된 모
든  신호들은  클록제어(클록은  도시안됨)하에  직렬  포오멧으로  변환된다.  병렬-직렬변환기  14의 출력
은  변조기/전치보상기회로  16에  제공된다.  변조기/전치보상기회로  16은  직렬  디지탈신호를 디지탈펄
스로  변환시키도록  동작하며,  본  발명에  의해  각각의  펄스는  후술되는  바와같이  연속펄스들간의 슬
류레이트를  최적화시키기에  충분한  에너지로서  발생된다.  회로  16의  변조기  부분의  실현은  출력 특
성의  명세만  주어지면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는  쉽게  할  수  있다.  변조기/전치보상기회로  16은 임의
로  순서제어기  18의  제어하에  있을  수도  있다.  순서제어기  18은  입력패턴을  탐지하여  진폭으로 나타
내는 에너지양이 각각의 펄스에 포함되도록 변조기/전치보상회로 16에 명령한다.

변조기/전치보상기회로  16의  출력은  저항  R1과  R2를  포함하는  평형부하  양단의  펄스  트랜스포머 20
을  통하여  결합된  출력에  제공된다.  펄스  트랜스포머  20은  중앙에  탭이  설치되고  단자들  131,  133 
및  134를  갖는  1차권선  21과,  한쌍의  바이어스된  2차  권선들  23과  25를  포함한다.  즉,  제1의 2차권
선 23은 트위스트 쌍선케이블 22의 제1도선 24와 음의 DC바이어스 전원(예, -48볼트 DC)에 
결합되며,  제2의  2차권선  25는  트위스트  쌍선케이블  22의  제2도선  26과  0볼트  DC에  결합되어  있다. 
이러한  DC접속은  직결합을  통하여  원격의  스테이숀에  출력을  공급하기  위한  것이다.  펄스 트랜스포
머  20의  두개의  2차권선  23과  25간의  신호결합은  결합  캐패시터  28에  의해서  된다.  따라서, AC신호
는 DC전원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된다.

트위스트  쌍선케이블  22에  제공된  수신신호는  펄스  트랜스포머  20의  1차권선  21상의  탭들  30과  32로 
경로 지정된다.

트위스트  쌍선케이블  22는  원결  트랜시버(도시안됨)에  연결되어  있다.  트랜시버  10의  수신기  부분은 
동일하기 때문에 주의는 트랜시버 10의 수신기부분 33으로 향한다.

자동수신기  소자들  34는  임계값  제어기  36을  통하는  임계값  설정신호들을  수신한다.  임계값  제어기 
36은  고정된  전압원일  수도  있으며  또는  그것은  탭들  30과  32상의  전압레벨을  검출할  수도  있으며 
또한 기준라인 38상의 전압기준 레벨을 발생시키는 일을 둘다 행한다.

명목상의  전압  기준레벨은  바람직하게는  양행  및  음행  펄스들간의  평균출력  또는  진폭에  대하여 민
감하고  관련있는  진폭이  좋다.  그러한  임계값의  설정은  종래의  것으로  행하므로  본  발명의  요지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상세히  설명하지  않는다.  기준라인  38은  수신기  34의  기준입력들  40과 
42에  결합된다.  수신기소자 34는  두  신호,  즉  출력 44에서 RI+와  출력 46에서 RI-를  발생시킨다. 출
력들  44와  46은  데이타회복  및  동기논리회로  48에  연결되어  있다.  논리회로  48은  내부클록을 사용하
거나  또는  후술되는  바와같이  내부  타이머들을  구동시키도록  최소  비트속도보다  적어도  6배  더  빠른 
속도의  고주파  클록을  추가  입력으로서  사용할  수도  있다.  논리회로  48은  또한  순서제어기  18에 결
합되어 있다. 논리회로 48의 실현에 대해서는 이하에 설명한다.

데이타  회복  및  동기  논리회로  48의  출력은  교호로  마크반전되어(AMI)  코드화된  데이타로부터 회복
된  데이타를  나타내는  직렬  패턴이다.  이  출력은  직렬-병렬  변환기  50에  제공된  다음,  수신 레지스
터들  52에  제공된다.  수신  레지스터  52는  예를들어  8개의  데이타  출력라인(8D),  프레임 동기라인
(FRM)  그리고  타이밍  클록라인(TCLK)을  제공한다.  이  라인들은  규정된  패킷포오멧에  따라  더 처리하
기 위해 사용될 수 있다. 

패키트포오멧에  대해서는  여기서  상세히  설명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본  발명은  단순히  패킷의 
환경  즉,  신속하고  빈번한  동기의  획득을  필요로  하는  핑퐁  프로토콜에  의해  강제되는  제한 범위내
에서 동작시키는 것에 관한 것이기 때문이다.

코딩수법과  코드  회복수법을  이해하는  것이  좋다.  이를  위해  제4a도  내지  제4c도를  참조한다. 제4a
도  내지  제4c도는  각각  공통의  시간축상에서  전송파형  200,  수신파형  300과  수신된  파형을  검출하기 
위해 사용되는 데이타 윈도우 파형 400을  나타낸다.  데이타 윈도우 파형 400의  아래에 있는 것은 고
속  고정밀  클록신호(제5c도)로서  이  신호는  예를들어  데이타  윈도우  파형  400에  의해  나타낸 신호속
도의  6배  속도로  동작한다.  윈도우  A와  같은  데이타  윈도우는  1/2주기의  기간동안  능동화된다. 그러
므로,  그러한  고속클록은  각각의  데이타  윈도우  기간동안  6개의  천이(transition)에  대하여  3개의 
완전한  주기를  발생시킨다.  데이타  윈도우당  천이의  수는  후술되는  바와같이  위상의  분해능력을 나
타낸다.

제4a도는  전송된  AMI코드화를  나타내는  것으로,  여기서  펄스는  논리  1에  해당하고,  또한  펄스의 부
재는 논리 0에 해당한다. 본 발명에 의한 펄스들은 불변하는 교호의 극성을 갖는다.

제4b도를  참조하면,  수신된  파형  300,  즉  매체의  대역폭  제한때문에  부호간  간섭을  받은  전송매체에 
제공되는  신호를  나타낸다.  만일  인접펄스들간의  시간간격이  전송매체에  제공된  펄스의  완전한 방전
시간보다  짧을  경우,  부호간  간섭이  발생한다.  제4b도에  나타낸  영향은  송신기  트랜시버로부터  약 
200m  이상  떨어진  거리에서  0.5M비트/초  보다  더  큰  데이타속도에서  전형적인  트위스 쌍선케이블상
에  수신된  파형의  영향을  나타낸다.  여기서  명백한  바와같이  수신된  파형은  데이타  윈도우  파형 
400(제4c도)의  고(H)상태  또는  능동화등으로  나타낸  바와같이  부호들간,  상태들  A,  B,  C,  D등  간의 
허용가능 시간보다 더 큰 기간동안 0값에서 안정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본  발명에  의하면,  이중의  임계값  구성이  사용되는데  이  구성에서는  펄스와  펄스부재간을 
구별하기  위한  임계값은  신호수신  실적과  전송된  파형이  쌍극의  방해를  포함하지  않는다는  정보에 
따라서  수정된다.  예를들면,  수신초기에  수신된  신호의  에너지만큼  초과될때  임계값  310  또는 임계
값  320중  어느  하나는  펄스의  수신상태를  나타낸다.  도시된  예에서,  임계값  310은  데이타  윈동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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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의  기간동안  일차로  만나게  된다.  후술되는  바와같은  회로는  임계값  310을  불능화하고  그다음 데이
타윈도우  상태  즉,  데이타  윈도우상태  B의  시간까지  임계값  320을  지속시킨다.  데이타  윈도우상태 B
기간동안  논리  1값을  나타내는  펄스가  검출된다.  임계값  320은  DC기준레벨  330에  대하여  임계값 310
의 미러(mirror) 즉, 상보적인 값이다.

데이타  윈도우상태  B를  추종하는  임계값은  펄스가  검출되기  때문에  반전한다.  그러므로,  임계값 310
은  데이타  윈도우상태  C의  기간동안  원상복귀되며  선행하는  부호와의  부호간  간섭의  영향을  극복할 
정도로  충분한  에너지를  포함해야만  함을  나타낸다.  임계값이  데이타  윈도우상태  C의  기간동안 반전
되지  않는다면,  0독취값은  부호간  간섭때문에  펄스로서  잘못  독취될  것이다.  임계값  310을  넘는 펄
스(데이타  윈도우상태  D의  기간동안)가  그다음  발생하면  임계값  310은  다시  반전되어  임계값  320을 
회복시킨다.  임계값  310은  데이타  윈도우  상태  1의  기간동안  발생하는  음행펄스가  임계값  320을 초
과할때까지  마스크된  상태로  유지된다.  임계값  310은  다시,  반전하므로  데이타  윈도우상태  J의 기간
동안  펄스가  검출된다.  그후,  그  임계값은  다시  반전되므로  데이타  윈도우상태  K의  기간동안 오판독
을 피할 수 있다.

제4b도  및  제4c도의  파형도들을  참조하면,  데이타  윈도우상태  A는  임계값  310  또는  임계값  320중 어
느것을  초과하는  수신된  파형의  첫번째  발생에  동기된다.  그러므로,  데이타  윈도우상태  A는  임계값 
310  또는  320중  어느  하나를  초과하는  펄스가  발생된  후에만  소정의  기간동안  능동화된다.  데이타 
윈도우상태  A뿐만아니라  모든  뒤를  잇는  데이타  윈동상태들의  상대적인  타이밍은  그밑에  있는 고속
클록에  의해  결정된다.  임계값  310  또는  320중  어느  하나를  초과하는  신호는  데이타  윈도우상태  A를 
그밑에  있는  고속클록의  다음  천이에서  능동화된다.  따라서  수신된  파형에  대한  데이타  윈도우의 분
해능은  고속클록의  가장  근접해서  뒤를  잇는  천이에  관련한다.  데이타  윈도우의  개시에  관련하는 두
개의  가능한  천이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수신된  데이타펄스의  발생직전  또는  직후의  임계값  중  어느 
한 값에 대해 동기가 될수 있다.

고속클록은  고정밀  발진기로부터  얻은  것이좋다.  비트들의  흐름의  동기는  프레임  배향된다.  여기서 
개시된  특정  실시예에서  동기의  획득은  125마이크로초마다  발생한다.  본  발명에  의한  동기의  획득은 
각각의  프레임  개시후  최초의  펄스에서  발생한다.  만일,  적어도  5마이크로  초의  시간주기일  경우, 
펄스들은  부호간  간섭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으므로,  연속  펄스중  최초의  펄스의  선단부는  최초의 
데이타  윈도우를  능동화하기  위해  사용된다.  동기는  그후  국소적인  클록이  예정되는  허용범위외의 
클록속도로  동작할  경우에만  관련되는  문제이다.  또한  단지  125초  프레임의  일부분만을  정보  전송을 
위해  사용하는  것도  고려된다.  그러므로,  그  시스템은  각각의  노드에  제공되며,  또한  동일한 명목상
의  주파수로  작동하는  고도의  정밀한  발진기들은  데이타  윈도우들의  국소적인  제어를  위해  사용될 
수  있다.  범용  클록은  국소적  클록들이  각  프레임의  개시에  동기되는  한  불필요하다.  현실의 시스템
에서  기대될  수  있는  드리프트(drift)량의  일예로서  두개의  발진기들이  고려되는데,  한  발진기는 중
앙의  스위칭노드에  설치되고,  다른  발진기는  종단노드의  원격장치내에  설치된다.  만일  각각의 발진
기들이  50ppm의  정밀성을  갖고  있을  경우,  125마이크로  초의  프레임  기간내에서  최대  드리프트량은 
단지  12.5나노  초이다.  이  드리프트량은  프레임  동기에  대한  허용  한계내이면  좋다.  실제로, 정확성
은  훨씬  더  크다.  왜냐하면,  125마이크로  초  프레임의  일부분만이  일반적으로  사용되며,  또한 아이
들(idle) 기간에 후속되는 동기획득은 데이타가 실제 전송될때까지 발생하지 않기 때문이다.

본  발명에  의하면,  동기  획득은  고도의  정밀한  계수기와  관련하여  쉬프트  레지스터를  사용함으로써 
성취된다.  종래의  동기  획득  수법은  정밀한  위상록크  루우프를  사용하였다.  위상  록크  루우프의 획
득시간은  본  발명의  획득시간  보다  실제  더  길며,  또한  종래의  위상록크  루우프  시스템으로  성취할 
수 있는 정밀성은 본 발명에 의해 성취될 수 있는 정밀성보다 작다.

제2도를  참조하면,  부호간  간섭을  극복하고,  또  동기를  획득하기  위해  사용되는  논리회로들이 나타
나  있다.  비교기  34(제1도)의  출력  44와  46은  데이타회복  및  동기논리  48(제2도)로의  입력들이다. 
고속클록  54는  제1  및  제2쉬프트  레지스트  56  및  58의  클록입력들에  결합되어  있다.  고속클록  54는 
회복될  데이타의  최소한의  비트속도보다  적어도  6배  빠른  속도로  동작한다.  고속클록  54는  상술한 
바와같이  고도의  정밀한  발진기  60에  의해  구동된다.  고속클록  54와  고도의  정밀한  발진기  60은 데
이타회복  및  동기  논리회로  48에  독점될  필요가  없고  디지탈  클록을  요하는  트랜시버의  다른 소자들
과  공용될  수도  있다.  또한,  논리회로  48은  2  안정  멀티바이브레이터  또는  플립플롭  62, 제1AND게이
트  64와  제2AND게이트  66을  더  포함하는데  각각의  AND게이트들  64와  66은  쉬프트  레지스터들  56과 
58의  데이타  입력들에  결합되는  출력을  갖고  있다.  각각의  쉬프트  레지스터들  56과  58은  두개의 출
력들,  즉 각각 인버터 68  및  70을  통하는 제1궤환출력과 OR게이트 76에  대한 동기출력 72와  74를 갖
고 있다.

제2도의  논리회로  48의  임계값  마스킹  동작은  통상의  지식을  가진자에게는  명백하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  동작설명을  하면  다음과  같다.  논리회로  48의  수신단계의  개시전에  플립플롭  62를  형성하는 
NAND게이트  80과  82쌍방으로의  3입력들중  하나에  결합되는  신호라인  90상의  프레임  신호  FRM은 플립
플롭 78의 세트입력 S로의 세트신호에 의해 논리 "0"으로 프리 세트된다.

결과적으로,  플립플롭  62의  쌍방의  출력들은  논리  "1"에  세트된다.  그다음  AND게이트  64와  66은 입
력  44  또는  46중  하나가  활성화될때  출력을  발생시킬  것이다.  AND게이트들  64와  66의  출력상태는 고
속클록  54의  제어하에  쉬프트  레지스터들  56과  58을  통하여  연속적으로  전이된다.  임계값  제어기 36
에  의해 세트된 임계값을 초과하는 신호의 발생시에 신호 RI+에  관한 입력 44  또는 신호 RI-에  관한 
입력 46중  하나는 직렬-병렬 쉬프트 레지스터들 56  또는 58중  어느 하나 또는 다른 것의 데이타입력
에서  논리  "1"을  발생시킨다.  데이타는  R1보수  또는  R2보수로서  나타냈으며,  인버터  68을  통하는 궤
환출력이나  반전기  70을  통하는  궤환출력중  어느것에  의해  획득될때까지  활성화된  쉬프트 레지스터
를 통하여 전이된다.

R2보수신호는  NAND게이트  82의  R2보수입력으로  궤환된다.  R1보수신호는  NAND게이트  80의 R1보수입력
으로  궤환된다.  이  보수출력  신호들의  발생은  데이타가  유출되는  스프트  레지스터내의  위치에 의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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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데이타입력에서 신호의 도입에 뒤이어 고정된 유한의 지연이 된다.

신호라인들  44  또는  46으로부터  신호가  AND게이트  64  또는  66의  어느  하나에  제공될때,  각  신호는 
쉬프트  레지스터  56  또는  58의  입력으로  전달된다.  왜냐하면,  NAND게이트들  80과  82의  출력들이 처
음에는  높기때문이다.  그  신호는  쉬프트  레지스터를  통해  출력랩으로  전달된다.  예를들어,  만일 신
호  RI+가  쉬프트  레지스터  56의  데이타  입력을  논리  "1"을  제공하도록  능동화되면  신호  R2보수가 인
버터  68을  통하여  NAND게이트  82의  입력들  중  하나에  제공되도록  발생된다.  최초에  그러한  신호는 
프레임  신호라인  90이  논리  "0"레벨에  있기  때문에  아무런  영향은  없다.  그러나,  쉬프트  레지스터 
56내의  데이타신호는  OR게이트  76을  통하여  플립플롭  78의  클록입력으로까지  출력라인  20에 전달된
다.

플립플롭 78의 데이타입력은 단자 Z에서 논리 "1"(+5볼트)에 프리세트된다.

따라서,  논리  "1"이  플립플롭  78의  클록입력에  제공될때  프레임라인  90의  출력은  논리  "1"로  변동한 
다음,  NAND게이트  80  및  82의  입력에  제공된다.  라인  90상의  프레임신호  FRM이  논리  "1"이  되자마자 
NAND게이트 80의  출력은 논리 "0"이  되고,  그에 의해 AND게이트 64의  출력이 논리 "0"이  된다. 그러
므로,  본  발명에  의하면  그에  의해  입력  44상의  신호는  쉬프트  레지스터  56으로부터  마스크된다. 쉬
프트  레지스터  58은  입력  46을  통해  제공되는  입력신호에  응답하여  그대로  유지된다.  왜냐하면 NAND
게이트  82의  출력은  한  입력이  논리레벨  "0"에서  남아있는한  논리레벨  "1"에  유지되기  때문이다.  이 
경우에,  NAND게이트  80의  출력은  NAND게이트  82의  3입력들  중  하나에  교차결합되어  있다.  그에의해 
NAND게이트  82의  출력은  논리  "1"레벨에  강제적으로  유지된다.  소정수의  주기후에  R2보수신호는 쉬
프트  레지스터  56의  데이타  입력의  논리  "0"이  쉬프트  레지스터를  통하여  전달될때  논리  "1"상태로 
복귀한다.  그후,  논리회로  48은  입력  46에서  디지탈  "1"을  나타내는  그다음  펄스를  수신하는  것이 
예상된다.  만일,  펄스신호가  데이타  윈도우에  대해  특정된  기간  동안  입력  46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  이  회로는  그  신호를  디지탈  "0"으로  한다.  그러나,  만일  디지탈  "1"인  신호가  입력  46에 제
공될  경우,  그러한  신호는  AND게이트  66을  통하여  쉬프트  레지스터  58로  전달되고,  소정  기간후 쉬
프트  레지스터  58은  NAND게이트  80로의  R1보수출력상에서  논리  "0"을  나타내준다.  그후,  NAND게이트 
80은  논리  "1"상태로  강제된후  쉬프트  레지스터  58로부터  입력  46에  제공되는  신호들을 마스크하도
록  NAND게이트  82를  논리  "0"상태로  만들어준다.  이러한  태양에서,  각  펄스의  지속시간은 전송매체
상의  펄스의  현실의  지속시간과  무관하게  만들어지며,  또한  중간의  기준에  대한  초기의  임계값 극성
은 전송매체상의 최초의 데이타 펄스에 의해 결정된다.

제2도를 다시 참조하면,  본  발명에 의한 데이타 윈도우 회로 92가  도시되어 있다.  데이타 윈도우 회
로  92는  클록  어답터  회로  96에  결합된  직렬-병렬  쉬프트  레지스터  94를  구비하고  있다.  클록 어답
터  회로  96의  목적은  초기의  펄스와  그  뒤를  잇는  모든  신호펄스들의  극성과  일치하는  극성의 고속
클록 54의 각각의 출력의 선단부와 후단부 양자에서 클록신호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쉬프트  레지스터  94는  라인  90상의  프레임신호  FRM을  그의  "소거(CLEAR)"입력에서  수신하고  또한 클
록  어답터  회로  96으로부터  "클록(CLOCK)"신호를  수신하도록  결합된다.  특정한  실시예에서,  쉬프트 
레지스터  94의  제3출력탭은  인버터  98을  통하여  쉬프트  레지스터  94의  입력단자  100에  귀환 결합된
다.  쉬프트  레지스터의  출력은  라인  102상의  데이타  윈도우신호로서  이중  입력  NAND게이트  104에 제
공된다.  NAND게이트  104는  그의  다른  입력으로서  OR게이트  76으로부터  동기  비트시호를  수신한다. 
NAND게이트  104의  출력은  유효  데이타  윈도우  상태(제5d도)기간  중  발생하는  소망의  데이타 출력신
호(제5e도)이다.  특히  제5a도,  제5b도,  제5c도,  제5d도  및  제5e도를  참조하면,  쉬프트  레지스터 94
와 관련된 타이밍 시퀀스의 일예가 도시되어 있다.

제5a도에는  OR게이트  76의  출력으로서  제공된  동기비트  신호가  도시되어  있다.  동기비트  신호의 후
연부  상에서  프레임신호는  라인  90(제5b도)상에서  발생된다.  프레임신호는  모든  잉여데이타의 쉬프
트  레지스터  94를  소거하도록  쉬프트  레지스터  94(제2도)의  소거입력으로  공급된다.  클록  어답터 96
으로부터의  라인  106상의  클록신호는  쉬프트  레지스터  94를  구동시키도록  사용되는  신호를 발생시킨
다.  양호한  실시예에서는  쉬프트  레지스터  94는  정의  입상단부  클록에서  응답한다.  소정의  수의 클
록  주기후에(여기서  보인  특정  실시예에서는  3주기후),  라인  102상의  출력신호는  쉬프트  레지스터 
94로부터  제공된다.  이것은  NAND게이트  104와  인버터  98양자에  제공되는  데이타  윈도우신호이다. 인
버터  98의  출력은  쉬프트  레지스터  94의  입력  100으로  궤환된다.  제5d도를  참조하면,  데이타 윈도우
신호는  클록(제5c도)의  양행단부에  응답하여  능동화될  수  있으며,  또한  뒤를  잇는  양행단부에 응답
하여  부능동화될  수  있다.  데이타  윈도우신호(제5b도)와  동기비트라인상의  데이타신호(제5a도)의 
AND처리는  펄스의  존재(디지탈  "1"을  나타냄)의  표시를  발생시키거나  또는  수신된  신호에서 펄스부
재(디지탈 "0"을 나타냄)의 표시를 발생시킨다.

클록 어답터 96에  대해 더  상세히 참조하면,  제1  및  제2플립플롭 108과  110이  보이고 있는데 이들은 
제각기  AND게이트들  112과  114를  통해  결합된  출력들을  갖고  있으며,  그의  출력들은  출력신호를 클
록라인  106으로  발생시키는  OR게이트  116에  결합되어  있다.  플립플롭  108  및  110은  인버터  118에 의
해  결정된  바와같이  서로  상호  반전된  상태의  고속클록  54에  의해  각각  구동된다.  반전된  바와같이 
클록  54는  AND게이트  114의  제2입력을  구동시킨다.  비반전  클록신호는  AND게이트  112의  제2입력을 
구동시킨다.  플립플롭  108과  110의  각  데이타  입력은  OR게이트  76으로부터의  동기  비트신호이다. 플
립플롭들  108과  110의  상보적  출력들은  플립플롭  110과  108의  "소거(CL)"입력들에  각각  교차 결합된
다.  따라서  회로소자들은  협동하여  각  프레임에서  데이타의  최초의  비트와  동기하며  또한  동위상의 
입상하는 클록 입력신호를 제공한다.

제3도는  제1도의  변조기  전치보상기  16내에서  사용될  수  있는  바와같은  본  발명에  의해 전송전치보
상을  제공해주기  위한  전치보상회로  120을  나타내고  있다.  여기서는  단지  전치보상회로  120만이 관
심있으며 그내에 사용된 기타 회로들은 종래의 것이므로 당업자에게 상세한 설명은 필요없다.

본  발명에  따라  구성된  전치보상회로  120은  부호간  간섭의  영향이  트위스트  쌍선  케이블과  같은 전
송매체의  수신단부에서  데이타회복에  최소로  미치는  방식으로  펄스를  전송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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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치보상은  비트  바이  비트  패션(bit-by-bit  fashion)으로  실현되어  앞서  전송된  두  비트를 고려하
여  앞선  두비트의  패턴에  대한  정보에  준하여  후속되는  비트에  전치보상신호를  제공해줌으로써 부호
간의  슬류레이트를  최대화시킨다.  특히  제3도의  소자들을  참조하면  데이타는  직렬-병렬  쉬프트 레지
스터  122내의  전단으로부터  수신되며,  쉬프트  레지스터  122의  출력은  프로그램  가능  판독전용 메모
리  PROM  124의  최상위(MSB)어드레스  입력들에  병렬로  결합된다.  최하위  비트(LSB)  어드레스들은 국
소적  고주파  클록  154에  의해  구동된  카운터를  통해  제공된다.  국소적  고주파  클록  154는 수신기내
의 다른 부분에 사용된 것과 동일한 클록이면 좋다.  PROM  124의  출력은 쉬프트 레지스터 126에 결합
되는  적어도  3개의  데이타  비트라인들이면  좋다.  따라서,  데이타  출력은  8개의  한정  가능한  동적 레
벨들에  대한  선택을  제공하며,  또한  후속의  처리에  사용하기  위한  지속시간들을  제공한다.  특히, 레
지스터  126은  PROM  124로부터  데이타가  부하되는  래치로서  작동하는  쉬프트  레지스터이며,  그의 출
력단자들은  펄스  트랜스포머20(제1도)으로  펄스들을  공급하는  부하저항들  128을  구동시키도록  각각 
결합되어  있다.(제3도에서의  펄스  트랜스포머는  설명을  위해  보인것으로  전치보상회로의  일부분이 
아님)

특정한  실시예에서,  레지스터  126은  4개의  출력을  제공하며,  각각의  출력은  저항  R3,  R4,  R5,  R6를 
통해 결합되며,  각 저항의 일단은 펄스 트랜스포머 20의  1차  입력 단자중 한 단자 또는 다른 단자에 
결합되어  있다.  특히,  제1출력저항  R3는  펄스  트랜스포머  20의  1차권선의  제1  입력  21과  레지스터 
126의  제1  출력  130간에  결합되어  있다.  제2출력저항  R4는  입력  21과  제2레지스터  출력  132간에 결
합되어  있다.  제3저항  R5는  트랜스포머  20의  입력단자  또는  탭  134와  레지스터  126의  제3출력 136간
에 결합되어 있다. 제4출력저항 R6는 입력탭 134와 레지스터 126의 제4출력 138간에 결합되어 있다.

트랜스포머 20의  1차  권선 양단의 평형을 유지하기 위해 저항 R3는  저항 R5와  동일한 값으로 하는게 
좋으며, 또한 저항 R4는 저항 R6와 동일한 값으로 하는게 좋다.

전치보상회로 120은 다음과 같이 동작한다.

주기의  초기에  2MHz  또는  기타  데이타속도의  클록은  계수기  125를  0값으로  클리어하고,  직렬-병렬 
쉬프트  레지스터  122의  데이타를  클록하기  시작한다.  고주파  클록  154는  2MHz입력클록의  배수인 속
도로  계수기  125를  클록하여  ROM  124의  최하위  비트(LSB)  어드레스들에  펄스와  지속시간  진폭에 관
하여 기억된 데이타를 억세스시켜 준다.

쉬프트  레지스터  122로의  2MHz클록의  적당한  후속  클록펄스들에  의해  쉬프트  레지스터  122에  제공된 
데이타는  ROM  124의  최상위  비트(MSB)  어드레스들로  공급된다.  후속  클록들은  데이타를  쉬프트 레지
스터  124를  통해  이동시켜  그에  의해  ROM  124의  어드레스부분의  MSB비트패턴을  변화시킨다.  따라서, 
입력데이타는  ROM  124의  섹터(sector)를  선택하여,  계수기  125에  의해  발생된  계수값의  시퀀스에 따
라  데이타를  억세스시키기  위해  사용된다.  각  ROM섹터의  각각에  내장된  데이타는  송신기의  출력 회
로망에 제공될 소망하는 보상효과를 결정하는 타이밍 및 진폭 특성에 대하여 미리 선택된다.

예를들어  하나이상의  섹터는  0데이타를  내포할  수도  있고,  다른  섹터는  특정한  길이와  펄스진폭의 
조합들(펄스형태)을  나타내는  데이타를  내포할  수도  있다.  섹터는  쉬프트  레지스터  122의  데이타 입
력에  제공되는  비트들의  현재와  바로  직전의  조합에  준하여  어드레스된다.  예를들어  3개의  연속하는 
데이타에  의해  나타난  입력데이타에  대하여,  섹터가  어드레스  되면,  이  섹터는  최하위  비트에서 비
교적  높은  진폭의  짧은  펄스를  나타내는  데이타  패턴을  나타내는  데이타를  어드레스한다.  신호들은 
최대의  진폭을  특정하는  조합식으로  저항들  R3,  R4,  R5  및  R6에  제공된다.  펄스는  어드레스된 섹터
내의  마지막  어드레스  위치들에서  0데이타에  의해  종료될  수도  있다.  아나로그  신호들은  어드레스된 
섹터내에 내포된 0이 아닌 비트이 수에 의존하는 시간동안 제공될 수도 있다.

본  발명에  의한  전치보상  구성은  최대  진폭을  증대시키고  또한,  바로  직전의  펄스들에  준하여 펄스
의 기장을 최소화시킴으로서 슬류레이트를 증대시키도록 하는 디지탈 패턴에 근거를 두고 있다.

본  발명의  특정한  실시예에  희한  패턴은  다음과  같다.  만일,  현재의  전송비트가  1(펄스)이고,  바로 
직전의  두  비트들이  0(펄스없음)일  경우,  ROM데이타에  의해  발생된  펄스는  긴  지속시간을  갖는  낮은 
진폭  패턴이다.  만일  현재의  전송비트가  1이고  제1의  직전의  비트가  1이고,  그리고  제2의  직전의 비
트가 0일  경우,  그때 ROM에  기억된 데이타 비트들에 의해 나타난 패턴은 중간의 펄스기장을 갖는 중
간의  진폭  패턴이다.  만일,  현재의  전송비트가  1이고,  또한  바로  직전의  모든  비트들이  1일  경우, 
그때  ROM에  기억된  데이타  비트들에  의해  나타난  패턴은  비교적  높은  진폭을  갖는  짧은  펄스이다. 
만일,  현재의 비트가 1이고,  제1의  직전의 비트가 0이고,  또한 제2의  직전의 비트가 1일  경우, 데이
타 비트들은 중간 길이의 중간 진폭펄스를 나타낸다.

본 발명의 목적은 각 펄스에서 동일한 전 에너지를 제공하는데 있다.

지금까지  본  발명은  특정한  실시예들을  참고로  설명하였으나  다른  실시예들도  가능하다.  그러므로, 
본 발명은 첨부된 청구범위에 의해서만 제한된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대역제한된  채널을  통한  디지탈  데이타의  전송  및  수신용  장치(10)에  있어서,  디지탈  메세이지 신호
로부터  순수한  교호의  마크반전  펄스코드(순수한  AMIPC)신호들을  발생  및  전송시키기  위한 수단
(12,14,16,18)을  포함하되,  상기  순수한  AMIPC신호는  쌍극방해가  없으며,  또한  상기  순수한 AMIPC신

호를  나타내는  신호들을  수신하기  위한  수단(33)을  포함하되,  상기  수신수단(33)은 제1임계값(RI
+
)

와
 
제2임계값(RI

-
)을  한정하기  위한  수단(36)과,  상기 제1임계값(RI

+
)은  상기  순수한  AMIPC신호의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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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극성  펄스를  식별하기  위한  것이며, 제2임계값(RI
-
)은  상기  순수한  AMIPC신호의  음의  극성펄스를 

식별하기  위한  것이며,  상기  제1  및  제2임계값은  사실상  진폭이  동일하며,  상기 제1임계값(RI
+
)보다 

더  큰  진폭의  신호만을  검출하기  위해  상기  임계값  한정수단(36)에  결합되는  제1검출수단(40)과, 임
의의  극성의  제1신호(300)의  수신시까지  상기  제1검출수단(40)과  상기  제2검출수단(42)을  동시에 능
동화시키기  위한  수단(38)과,  상기  능동화수단(38)은  또한  양  극성의  신호수신시  음극성의 신호수신
시까지  상기  제1검출수단(40)을  불능화하고  또한  음극성의  신호수신시  양극성의  신호수신시까지 상
기  제2검출수단(42)을  불능화하기  위한  것이며,  그리고  상기  양극성과  음극성  신호  각각  동안  회복 
펄스의  펄스기간을  설정하기  위한  것으로  상기  펄스기간은  부호간  장애의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상기   
신호에 의존하는 타이밍 수단(54)을 포함하는 것이 특징인 고속디지탈 루우프 트랜시버.

청구항 2 

대역제한된  채널을  통한  디지탈  데이타의  전송  및  수신용  장치(10,  33)에  있어서,  디지탈  메세이지 
신호들로부터  순수한  교호의  마크반전  펄스  코드신호를  발생  및  전송시키기  위한  수단(12,  14,  16, 
18)을  포함하되,  상기  순수한  교호의  마크반전  펄스코드  신호는  쌍극  방해가  없으며,  상기  발생  및 
전송수단(12,14,16,18)은  앞서  발생된  펄스들의  바이나리  디지탈값의  순서에  응답하여  전송하기 전
에  상기  순수한  교호의  마크반전  펄스  코드신호의  발생된  펄스들의  진폭과  기간에  대한  개별값들을 
특정화하기  위한  수단(16,18)과  상기  조정수단(16,  18)은  상기  발생된  펄스들  각각이 수신수단(33)
에서  펄스의  순서를  나타내는  신호로서  수신되는  신호에  부호간  장애의  영향을  억제하고  또한 검출
을  간략화하기  위해  실제적으로  등량의  에너지를  구성하도록  구속하며,  그리고  상기  디지탈 메세지
를  회복하도록  교호의  마크반전  코드  펄스신호들을  수신  및  검출하기  위한  수단(33)을  포함하는 것
이 특징인 고속 디지탈 루우프 트랜시버.

청구항 3 

제1항에서,  상기  발생  및  전송수단은  순수한  교호의  마크반전  펄스코드  신호의  발생된  펄스들의 진
폭과  기간에  대한  개별값들을  특정하기  위한  수단(16,18)을  포함하되,  상기  특정화수단(16,18)은 상
기  발생된  펄스들  각각이  수신된  신호내의  부호간  장애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선행하는  메세지 
신호들의  바이나리  디지탈  값의  순서에  응답하여  실질적으로  등량의  에너지를  함유하도록  구속하는 
것이 특징인 고속디지탈 루우프 트랜시버.

청구항 4 

제3항에서,  상기  특정화  수단(16,18)은  펄스간에  거의  동일한  에너지  량을  유지하는  동안 슬류레이
트를  최대화시키도록  각각의  전송된  펄스신호의  상기  진폭과  기간값을  선택하도록  작동하는 수단
(120)을 포함하는 것이 특징인 고속 디지탈 로우프 트랜시버.

청구항 5 

제3항에서, 상기 특정화수단(16,18)은, 상기 메세이지신호를 수취하기 위한 쉬프트 
레지스터(122)와,  메모리수단(124)의  섹터를  선택하기  위한  최상위  비트  어드레스들로서,  상기 쉬프
트  레지스터(122)의  출력들을  수신하도록  결합되는  프로그램가능  판독  전용  메모리(124)와,  상기 쉬
프트  레지스터(122)로의  메세이지  신호들에  의해  선택된  섹터들내에  데이타를  독출시키도록 어드레
스들의  시퀀스를  발생시키기  위한  상기  메모리  수단(124)의  최하위  비트  어드레스들에  결합되는 디
지탈  계수기(125)와,  그리고  상기  메모리수단의  상기  섹터들로부터의  상기  데이타를  상기  데이타에 
의해  결정되는  실질적으로  별개의  진폭과,  실질적으로  별개의  기간으로된  아나로그  신호로 변환시키
기 위한 수단(126)을 포함하는 것이 특징인 고속디지탈 로우프 트랜시버.

청구항 6 

제1항에서,  상기  펄스신호의  제1펄스의  극성에  응답하여  국소  고속  클록의  극성을  선택하기  위한 수
단(96)을 더 포함하는 것이 특징인 고속 디지탈 루우프 트랜시버.

청구항 7 

제1항에서,  상기  디지탈  메세지  신호의  디지탈  메세지를  회복시키기  위해  논리  1  또는  0을  나타내는 
상기  회복펄스의  유무를  검출하기  위한  윈도우  수단(92)를  더  포함하는  것이  특징인  고속  디지탈 루
우프 트랜시버.

청구항 8 

제1,  2,  3,  4  또는 5항중 어느 한 항에서 상기 수신수단(33)은  상기 수신된 펄스신호들의 첫번째 것
에  대한  데이타  윈도우의  동기획득을  위한  디지탈  수단(48)을  포함하되,  상기  수신된  펄스신호들은 
제한된  기간의  패킷  포오멧이며,  상기  동기  획득수단(48)은  상기  제한된  기간동안  동기를 유발시키
기 위한 국소 고정밀 클록(54,60)을 포함하는 것이 특징인 고속 디지탈 루우프 트랜시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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