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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정 진폭 이진직교 변조 및 복조장치

요약

시스템의 소비전력이 낮고, 저렴하게 전력 증폭기를 제조할 수 있으며, 간섭의 강인성을 확보하며, 대용량의 전송률과 가
변 전송률로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으며, 변조시 패리티 비트를 이용하여 오류를 정정한다.

정 진폭 이진직교 변조장치는, 직렬 데이터를 복수 군의 데이터 비트로 변환하고, 복수 군의 데이터 비트를 각기 조합하여
각각의 군의 패리티 비트를 발생하며, 복수 군의 데이터 비트와 각 군의 패리티 비트에 따라 복수 군의 직교코드들 중에서
각기 하나의 직교코드를 선택하고 부호를 조절하여 이진직교 변조한 후 병렬로 합산하여 정 진폭 이진직교 변조된 데이터
를 발생하며, 정 진폭 이진직교 복조장치는 수신되는 정 진폭 이진직교 변조 데이터를 복조하고 패리티 비트를 제거한 후
직렬 데이터를 생성하고, 복조한 데이터를 복수의 군으로 구분하여 에러 발생을 검출하고 에러가 발생되지 않았을 경우에
상기 직렬 데이터가 복조 데이터로 출력하며, 에러를 검출될 경우에 에러가 발생한 군의 데이터의 비트 부호를 순차적으로
변환하면서 변조 및 수신되는 이진직교 변조 데이터와 디스턴스를 비교하여 비교 결과에 따라 해당 비트 부호를 변경한 데
이터를 복조 데이터로 선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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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도

도 2

색인어

코드분할다중접속, 직교코드, 이진직교변조, 정 진폭, 변조장치, 부호비트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의 변조장치 및 복조장치가 적용되는 무선통신 시스템의 송수신부의 구성을 보인 블록도이고,

도 2는 도 1의 정 진폭 이진직교 변조장치의 상세 구성을 보인 블록도이며,

도 3은 도 1의 정 진폭 이진직교 복조장치의 상세 구성을 보인 블록도이다.

* 도면의 주요 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

200 : 직렬/병렬 변환기 210 : 정 진폭 부호기

220 : 직교코드 발생기 230, 240, 250, 260 : 이진직교 변조부

231, 241, 251, 261 : 직교 변조기 233, 243, 253, 263 : 곱셈기

270 : 병렬 합산기 300 : 이진직교 복조부

301 : 이진직교 복조기 302 : 패리티 비트 제거기

303∼305 : 스위치 306, 327 : 병렬/직렬 변환기

310 : 에러 검출부

311∼313 : 제 1 내지 제 3 패리티 검사기

315, 324∼325 : 오아 게이트 320 : 에러비트 부호 변환부

321∼323 : 제 1 내지 제 3 비트부호 변환기

330 : 이진직교 변조장치 340 : 디스턴스 비교기

350 : 버퍼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코드분할 다중접속을 이용하는 무선통신 시스템에 있어서, 전송할 소정의 데이터를 정 진폭의 이진 직교코드의
데이터로 변조하고 그 변조한 정 진폭의 이진 직교코드의 데이터를 원래의 데이터로 복조하고 에러를 정정하는 정 진폭 이
진직교 변조 및 복조장치에 관한 것이다.

통신 시스템에서 전송할 소정의 데이터를 변조하는 방식으로는 직접부호(DS : Direct Sequence) CDMA(Code Division
Multiple Access) 방식, 주파수도약(FH : Frequency Hopping) CDMA 방식, 상보부호 천이(CCK : Complementary
Code Keying) 방식, 다중부호 대역확산(MC : Multi-Code) CDMA 방식, 펄스 폭(PW : Pulse Width) CDMA 방식 및 다
위상(MP : Multi Phase) CDMA 방식 등이 알려져 있다.

상기 DS CDMA 방식은 정 진폭 특성을 가지므로 간단한 구성의 전력 증폭기를 사용할 수 있어 비교적 소비전력이 낮고,
베이커(Baker) 부호를 이용하여 대역 확산을 충실히 수행함으로써 간섭의 강인성을 확보할 수 있으나, 주파수 확산으로
인하여 데이터의 전송률이 낮고, 가변 전송률을 제공하고는 있으나, 그 가변 전송률의 변화의 폭이 좁아 실효성이 낮은 문
제점이 있는 것으로서 주로 IS(Interim Standard) - 95 규격으로 사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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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FH CDMA 방식을 기반으로 하는 통신 시스템들은 소비전력이 낮고, 간단한 전력 증폭기를 사용할 수 있어 생산원가
를 절감할 수 있으며, 주파수 도약을 통해 간섭의 강인성을 확보할 수 있으나, 대용량의 전송률을 제공하지 못하고, 가변
전송률의 제공 능력도 매우 제한적인 문제점이 있다.

상기 CCK 방식은 현재 IEEE 802.11b WLAN(Wireless Local Area Network)에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서 정 진폭 신호를
사용하여 소비전력이 낮고, 간단한 전력 증폭기를 사용할 수 있어 생산원가를 절감할 수 있으며, 대용량 전송률을 제공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실질적인 간섭의 강인성을 확보할 수 없고, 가변 전송률의 제공능력이 없는 문제점이 있다. 또한
상기 CCK 방식은 복소 직교변조의 일종으로 볼 수 있는 것으로 다중 경로 페이딩(fading)에 강한 특성을 갖도록 하기 위하
여 사용되는 부호 직교성에 손실이 발생되어 다중 경로 페이딩의 지연 확산이 그다지 크지 않은 환경에서는 오히려 성능이
감소되는 문제점이 있다.

상기 MC CDMA 방식은 복수의 직교 부호를 단일 사용자에게 할당하는 방식으로 제3세대 CDMA 이동통신 시스템의 표준
으로 정해져 있고, 이는 3GPP(Third Generation Partnership Project)나 3GPP2(Third Generation Partnership
Project 2)의 표준안으로 기술되어 있다. 이 MC CDMA 방식은 일반적으로 단일 사용자에게 높은 전송률을 제공하기 위하
여 개발된 것으로서 높은 전송률이 요구되는 통신시스템에서 계속 사용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MC CDMA 방식을 사용
하는 통신시스템은 MC CDMA의 신호를 시간 축에서 살펴볼 경우에 마치 통과대역 PAM(Pulse Amplitude Modulation)
신호처럼 구성되고, 이는 전송신호의 진폭이 매우 다양하여 송수신기에서 사용되는 전력 증폭기의 넓은 선형 동작영역이
요구되는 것으로 전력 증폭기의 제조가 어려움은 물론 생산원가를 상승시키게 된다. 만일 기저대역의 신호처리에서 적절
한 부호화 과정을 거쳐 정 진폭 특성을 얻을 수 있도록 할 경우에 통과대역 신호에서도 정 진폭을 얻게 되어 전력 증폭기의
생산원가를 매우 절감할 수 있고, 또한 소비전력의 면에서도 이득을 가져올 수 있다.

이와 같이 전송 데이터의 채널수의 증가에 따른 멀티 코드의 사용으로 인하여 변조신호의 레벨이 증가하고, 변조신호의 레
벨의 증가에 따라 발생하는 제반 문제점을 해소시키기 위한 방식으로 상기한 PW CDMA 방식 및 MP CDMA 방식이 제안
되었다.

상기 PW CDMA 방식은 디지털 합산기의 출력 심벌 레벨을 제한하여 일정 값 이상은 제거하고, 남은 레벨의 값만을 펄스
폭으로 변환한 후 전송하여 신호 파형이 항상 이진(binary) 형태를 갖도록 하는 방식으로서 변조신호가 이진 형태가 되는
장점이 있으나 제거한 변조신호의 레벨의 개수가 증가할 경우에 변조신호의 대역폭이 레벨의 개수에 비례하여 증가하게
되는 문제점이 있다.

정 진폭의 신호를 얻는 다른 방식으로 상기 MP CDMA 방식이 제안된 것으로서 MP CDMA 방식에서는 상기한 MC
CDMA 방식에 의하여 만들어진 여러 레벨의 값을 갖는 심벌을 레벨 제한기(level limiter)로 일정 레벨 이상의 값을 제거
하고, 그 결과를 위상 값으로 변환하며, 변환한 위상 값의 변조신호는 전력 증폭기를 통해 증폭하여 전송된다. 즉, 상기 PW
CDMA 방식은 상기 MC CDMA 방식의 출력 심벌을 일정 레벨로 제한하고, 남은 심벌을 펄스 폭으로 변환하는 방식이며,
상기 MP CDMA 방식에서는 레벨을 제한한 후 남은 심벌을 반송파 위상으로 변환하는 방식이다.

상기 PW CDMA 방식은 파형이 단순하게 되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제거하고 남은 레벨의 개수가 증가할 경우에 그 남은
레벨의 개수에 비례하여 변조된 신호의 대역폭이 증가하는 문제점이 있지만, 상기 MP CDMA 방식은 레벨의 수에 관계없
이 대역폭이 일정하게 된다. 또한 상기 MP CDMA 방식은 일정 크기 이상의 신호레벨을 잘라내어 신호 레벨 크기의 증가
가 방지되므로 시스템이 단순해지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MP CDMA 방식은 전송하는 하나의 데이터 채널에 하나의 직교코드가 할당되어 전송하는 정보채널의 개수와 동일
한 개수의 직교코드를 사용해야 되므로 데이터 채널의 개수가 증가함에 따라 사용되는 직교코드의 개수가 증가하게 되어
멀티 레벨 신호의 레벨을 제한하는 과정에서 직교코드의 직교성이 손상되고, 전송되는 신호들의 상호간 간섭이 취약하게
되는 문제점이 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그러므로 본 발명의 목적은 코드분할 다중접속을 이용하는 통신 시스템에 있어서, 시스템의 소비전력이 낮고, 저렴하게 전
력 증폭기를 제조할 수 있으며, 간섭의 강인성을 확보하며, 대용량의 전송률과 가변 전송률로 소정의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도록 데이터를 정 진폭 이진직교 변조하는 정 진폭 이진직교 변조장치를 제공하는데 있다.

본 발명의 다른 목적은 전송할 데이터를 정 진폭 이진직교 변조하기 위하여 부가한 부가 데이터들을 패리티 비트로 이용하
여 정 진폭 이진직교 변조된 데이터의 오류를 정정하고, 시스템의 데이터 비트의 오류 성능을 개선할 수 있는 정 진폭 이진
직교 복조장치를 제공하는데 있다.

이러한 목적을 가지는 본 발명의 정 진폭 이진직교 변조장치는, 직렬/병렬 변환기가 입력되는 직렬 데이터를 데이터 율 제
어신호에 따라 하나의 데이터 비트, 하나의 군의 데이터 비트 또는 복수 군의 데이터 비트로 변환하고, 상기 직렬/병렬 변
환기가 변환한 복수 군의 데이터 비트를 정 진폭 부호기가 각기 조합하여 각각의 군의 패리티 비트를 발생하며, 직교코드
발생기가 서로 상이한 복수 군의 직교코드를 발생하고, 상기 복수 군의 데이터 비트와 각 군의 패리티 비트에 따라 복수의
이진직교 변조부가 각기 상기 복수 군의 직교코드들 중에서 각기 하나의 직교코드를 선택하고 부호를 조절하여 이진직교
변조하며, 상기 복수의 이진직교 변조부의 출력신호를 병렬 합산기가 병렬로 합산하여 정 진폭의 이진직교 변조 데이터를
생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 복수의 이진직교 변조부들 각각은, 멀티플렉서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직교 변조기가 상기 각 군의 데이터 비트들과 복
수의 패리티 비트들 중에서 하나의 비트를 부호 비트로 하고 나머지 비트들로 상기 복수 군의 직교코드들 중에서 각기 하
나를 선택하고, 상기 직교 변조기의 출력신호에 상기 하나의 부호 비트를 곱셈기가 각기 곱하여 부호를 조절하고 병렬 합
산기로 출력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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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본 발명의 정 진폭 이진직교 복조장치는, 이진직교 복조부가 수신되는 정 진폭의 이진직교 변조 데이터를 복조하고
패리티 비트를 제거한 후 직렬 데이터를 생성하고, 상기 이진직교 복조부가 복조한 데이터를 에러 검출부가 복수의 군으로
구분하여 에러 발생을 검출하고 에러가 발생되지 않았을 경우에 상기 이진직교 복조부의 직렬 데이터가 복조 데이터로 출
력되게 하며, 상기 에러 검출부가 에러를 검출할 경우에 에러비트 부호 변환부가 상기 에러가 발생한 군의 데이터의 비트
부호를 순차적으로 변환하면서 에러가 발생하지 않은 군의 데이터와 함께 직렬 데이터로 변환하며, 상기 에러비트 부호 변
환부의 출력 데이터를 정 진폭 이진직교 변조장치가 정 진폭 이진직교 변조하며, 상기 수신되는 이진직교 변조 데이터와
상기 정 진폭 이진직교 변조장치의 정 진폭 이진직교 변조 데이터를 디스턴스 비교기가 각 비트별로 디스턴스를 비교하며,
상기 에러비트 부호변환부에서 출력되는 복수의 직렬 데이터를 버퍼가 저장하고 상기 디스턴스 비교기의 제어신호에 따라
해당되는 직렬 데이터를 복조 데이터로 선택 출력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 이진직교 복조부는, 수신되는 이진직교 변조 데이터를 이진직교 복조기가 복조하고, 상기 이진직교 복조기의 출력 데
이터에서 패리티 비트 제거기가 패리티 비트를 제거하며, 상기 에러 검출부의 출력신호에 따라 상기 패리티 비트 제거기의
출력 데이터를 복수의 스위치가 스위칭하며, 상기 에러 검출부가 에러를 검출하지 않을 경우에 상기 복수의 스위치에서 스
위칭된 데이터를 병렬/직렬 변환기가 입력받아 직렬 복조 데이터로 변환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 에러 검출부는, 상기 이진직교 복조기의 복수 군의 출력 데이터를 제 1 내지 제 3 패리티 검사기가 각기 입력받아 패
리티를 검사 및 에러 발생을 판단하여 상기 복수의 스위치를 각기 제어하고, 상기 제 1 내지 제 3 패리티 검사기의 출력신
호를 오아 게이트가 논리합하여 에러 판단신호를 발생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 에러비트 부호 변환부는, 상기 복수의 스위치를 통해 에러가 발생된 군의 데이터를 제 1 내지 제 3 비트부호 변환기가
각기 입력받아 부호를 변환하고, 상기 제 1 내지 제 3 비트부호 변환기의 출력 데이터와 상기 복수의 스위치에서 스위칭된
에러가 발생하지 않은 데이터를 복수의 오아 게이트가 각기 논리합하며, 상기 복수의 오아 게이트의 출력 데이터를 병렬/
직렬 변환기가 직렬 데이터로 변환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이하,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의 정 진폭 이진직교 변조 및 복조장치를 상세히 설명한다.

도 1은 본 발명의 변조장치 및 복조장치가 적용되는 통신 시스템의 송수신부의 구성을 보인 블록도이다. 여기서, 부호 100
은 송신부이고, 부호 150은 수신부이다.

상기 송신부(100)는, 기저대역부(110) 및 고주파부(120)로 이루어진다.

상기 기저대역부(110)는, 소정의 전송률 K/16Mbps, 2K/16Mbps, 3K/16Mbps, 6K/16Mbps, 9K/16Mbps 또는 18K/
16Mbps를 가지는 전송할 입력데이터가 신호 분리기(101)로 입력된다.

여기서, 상기 K는 통과대역 요구 채널의 대역폭으로서 다음의 수학식 1로 표현될 수 있다.

수학식 1
K = A / (1 + a)

여기서, A는 통과대역에서의 최소요구 대역폭이고, a는 필터 감쇄상수이다.

상기 신호 분리기(101)로 입력된 데이터는 그 신호 분리기(101)에서 동위상 성분과 직교위상 성분으로 분리된다.

상기 신호 분리기(101)에서 분리된 동위상 성분 및 직교위상 성분은 정 진폭 이진직교 변조장치(103)(103a)에서 각기 다
중 부호로 변조되어 정 진폭을 갖는 데이터로 변환되고, 유사잡음 스크램블러(105)(105a)에서 비화 효과, 간섭 제거 효과
및 페이딩 채널에서의 성능 열화에 대한 대응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스크램블링되어 출력된다.

상기 기저대역부(110)의 유사잡음 스크램블러(105)(105a)에서 각기 출력되는 데이터들은 고주파부(120)의 곱셈기
(121)(121a)에서 소정 주파수의 반송파 신호 즉, cos(2πfct) 및 sin(2πfct)(여기서, fc는 반송파 신호의 주파수임)가 각기
곱셈되어 반송파 신호로 변조되고, 여파기(123)(123a)에서 각기 필터링된 후 합산기(125)에서 합산되어 최종적으로
BPSK(Binary Phase Shift Keying) 데이터 또는 QPSK(Quadrature Phase Shift Keying) 데이터가 형성되며, 그 BPSK
데이터 또는 QPSK 데이터는 전력 증폭기(127)를 통해 전력 증폭되고, 안테나(ANT)를 통해 송신된다.

그리고 상기 수신부(150)는, 상기 안테나(ANT)를 통해 수신되는 신호를 증폭기(151)가 증폭하고, 여파기(152)가 필터링
하여 소정 주파수의 데이터가 검출된다.

상기 여파기(152)의 출력신호는 곱셈기(153)(153a)에서 소정 주파수의 반송파 신호 즉, cos(2πfct) 및 sin(2πfct)(여기서,
fc는 반송파 신호의 주파수임)가 각기 곱셈되어 반송파 신호가 제거되고 동위상 성분 및 직교위상 성분이 각기 검출되며,
그 검출된 동위상 성분 및 직교위상 성분의 신호는 유사잡음 디스크램블러(154)(154a)에서 각기 디스크램블링되어 출력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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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유사잡음 디스크램블러(154)(154a)에서 디스크램블링된 신호는 정진폭 이진직교 복조장치(155)(155a)로 입력되어
각기 복조되고, 복조된 동위상 성분 및 직교위상 성분의 신호는 신호 합성기(156)에서 합성되어 출력된다.

이러한 통신 시스템의 송수신부에 있어서, BPSK를 이용할 경우에 송신부(100)는, 병렬 구성된 이진직교 변조장치(103),
유사잡음 스크램블러(105), 곱셈기(121) 및 여파기(123)와, 이진직교 변조장치(103a), 유사잡음 스크램블러(105a), 곱셈
기(121a) 및 여파기(123a)들 중에서 어느 하나만을 사용하고, 수신부(150)도, 병렬 구성된 곱셈기(153), 유사잡음 디스크
램블러(154) 및 정 진폭 이진직교 복조장치(155)와, 곱셈기(153a), 유사잡음 디스크램블러(154a) 및 정 진폭 이진직교 복
조장치(155a)들 중에서 어느 하나만을 사용하며, QPSK를 이용할 경우에는 상기 두 가지를 모두 사용한다. 그리고 상기 고
주파부(120)가 전송하는 데이터의 데이터 율은 본 발명에 따른 정 진폭 이진직교 변조장치(103)(103a)에 의하여 BPSK를
이용할 경우에 K/16, 3K/16, 9K/16 Mbps의 가변 데이터 율을 제공하고, QPSK를 이용할 경우에는 2K/16, 6K/16, 18K/
16 Mbps의 가변 데이터 율을 제공하며, 이를 본 발명의 이진직교 복조장치(155)(155a)로 복조하여 원래의 데이터로 변환
한다.

이는 최대 스펙트럼 효율이 9/8임을 의미한다. 즉 스펙트럼이 효율적이며, 대량의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다. 또한 전송채
널의 환경에 따라 다양한 전송률을 제공할 수 있으며, 전송률에 따라 신뢰성 있는 정 진폭 이진직교 변조 및 복조를 수행함
으로서 간섭에 강인성을 유지할 수 있다.

또한 다양한 전송률에 대하여 모두 동일한 구조의 수신기를 사용할 수 있고, 사용되는 전력 증폭기(127) 및 증폭기(151)의
선형 동작영역은 본 발명의 정 진폭 이진직교 변조장치(104)(104a) 및 정진폭 이진직교 복조장치(155)(155a)의 정 진폭
특성에 의해서 그 선형 요구 조건이 매우 완화되고, 이로 인하여 전력 증폭기(127) 및 증폭기(151)의 제조비용과 소비전력
을 최소화 할 수 있게 된다.

도 2는 도 1의 정 진폭 이진직교 변조장치(103)(103a)의 상세 구성을 보인 블록도이다. 이에 도시된 바와 같이 상기 도 1
의 신호 분리기(101)에서 분리된 동 위상 성분 또는 직교위상 성분의 직렬 데이터를 데이터 율 제어신호에 따라 하나의 군
내의 하나의 데이터 비트(b1), 하나의 군내의 복수의 데이터 비트(b0∼b2) 또는 복수 군 각각의 복수의 데이터 비트

(b0∼b2),(b3∼b5),(b6∼b8)로 변환하는 직렬/병렬 변환기(200)와, 상기 직렬/병렬 변환기(200)에서 변환한 복수 군의 데

이터 비트(b0∼b2),(b3∼b5),(b6∼b8)들을 각기 조합하여 각 군에 해당되는 복수의 패리티 비트(r0),(r1),(r2)를 발생하는

정 진폭 부호기(210)와, 복수 비트의 값이 각기 상이한 복수 군의 직교코드(c0∼c3),(c4∼c7),(c8∼c11),(c12∼c15)를 발생

하는 직교코드 발생기(220)와, 상기 직렬/병렬 변환기(200)에서 변환한 복수 군의 데이터 비트
(b0∼b2),(b3∼b5),(b6∼b8) 및 복수의 패리티 비트(r0∼r2)에 따라 각기 상기 직교코드 발생기(220)의 복수 군의 직교코

드(c0∼c3),(c4∼c7),(c8∼c11),(c12∼c15)들 중에서 각기 하나의 직교코드를 선택하고 부호를 조절하는 복수의 이진직교

변조부(230, 240, 250, 260)와, 상기 복수의 이진직교 변조부(230, 240, 250, 260)가 출력하는 직교코드들을 병렬로 합
산하여 정 진폭의 이진직교 변조 데이터를 발생하는 병렬 합산기(270)로 구성된다.

상기 복수의 이진직교 변조부(230, 240, 250, 260)들 각각은, 상기 데이터 비트(b1, b2),(b4, b5),(b7, b8) 및 패리티 비트

(r1, r2)에 따라 상기 복수 군의 직교코드(c0∼c3),(c4∼c7),(c8∼c11),(c12∼c15)들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는 직교 변조기

(231, 241, 251, 261)와, 상기 직교 변조기(231, 241, 251, 261)의 출력신호에 상기 데이터 비트(b0),(b3),(b6) 및 패리티

비트(r0)를 각기 곱하여 부호를 조절하고 상기 병렬 합산기(270)로 출력하는 곱셈기(233, 243, 253, 263)로 구성된다.

이러한 구성을 가지는 본 발명의 정 진폭 이진직교 변조장치의 동작을 제공하는 데이터 율에 따라 구분하여 설명한다.

1. K/16Mbps 및 2K/16Mbps의 데이터 율을 제공하는 경우

BPSK로 K/16Mbps 및 QPSK로 2K/16Mbps의 데이터 율을 제공할 경우에 병렬화 된 열이 동위상 축과 직교위상 축에 대
하여 오직 하나의 비트씩 제공된다. 즉, 직렬/병렬 변환기(200)는 입력되는 동위상 또는 직교위상의 직렬 데이터를 데이터
비트(b1)로 변환하여 출력하고, 그 출력한 데이터 비트(b1)는 이진직교 변조부(230)의 직교 변조기(231)로 입력되며, 데이

터 비트(b0, b2∼b8)는 출력하지 않는다.

상기 직교 변조기(231)는 예를 들면, 멀티플렉서로 구성되어 데이터 비트(b1, b2)에 따라 직교코드(c0∼c3)를 선택한다.

그러므로 K/16Mbps 및 2K/16Mbps의 데이터 율을 제공할 경우에 상기한 바와 같이 직렬/병렬 변환기(200)가 데이터 비
트(b1)만을 출력하여 직교 변조기(231)는 입력되는 직교코드(c0∼c3)들 중에서 데이터 비트(b1)에 따라 직교코드(c0) 또

는 직교코드(c2)를 선택하고, 그 선택한 직교코드(c0) 또는 직교코드(c2)는 곱셈기(233) 및 병렬 합산기(270)를 순차적으

로 통과하여 정 진폭의 이진직교 데이터로 출력된다.

즉, K/16Mbps 및 2K/16Mbps의 데이터 율을 제공할 경우에 이진직교 변조부(230)만을 사용하고, 다른 이진직교 변조부
(240, 250, 260)와 정 진폭 부호기(210)는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서 직렬/병렬 변환기(200)가 출력하는 데이터 비트에 따
라 병렬 합산기(270)에서 출력되는 정 진폭의 이진직교 변조 데이터를 도표로 나타내면 표 1과 같다.

표 1.
b0 b1 b2  정 진폭의 이진직교 변조데이터

 X  0  X c0
 X  1  X c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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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X는 Don't care이다. 2. 3K/16Mbps 및 6K/16Mbps의 데이터 율을 제공하는 경우

BPSK로 3K/16Mbps 및 QPSK로 6K/16Mbps의 데이터 율을 제공할 경우에 병렬화된 열이 동위상 축과 직교위상 축에 대
하여 세 개씩 전송된다. 즉, 직렬/병렬 변환기(200)는 입력되는 동위상 또는 직교위상의 직렬 데이터를 데이터 비트
(b0∼b2)로 변환하여 출력하고, 데이터 비트(b3∼b8)는 출력하지 않는다.

상기 직렬/병렬 변환기(200)에서 출력된 데이터 비트(b1, b2)는 이진직교 변조부(230)의 직교 변조기(231)로 입력되어 직

교코드(c0∼c3)들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고, 그 선택한 직교코드(c0),(c1),(c2) 또는 (c3)는 곱셈기(233)에 입력되어 데이터

비트(b0)와 곱셈 및 부호가 조절된 후 병렬 합산기(270)를 통해 정 진폭의 이진직교 데이터로 출력된다.

상기 BPSK로 3K/16Mbps 및 QPSK로 6K/16Mbps의 데이터 율을 제공할 경우에도 상기 K/16Mbps 및 2K/16Mbps의 데
이터 율을 제공할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진직교 변조부(230)만을 사용하고, 다른 이진직교 변조부(240, 250, 260)와 정 진
폭 부호기(210)는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서 직렬/병렬 변환기(200)가 출력하는 데이터 비트에 따라 병렬 합산기(270)에서
출력되는 정 진폭의 이진직교 변조 데이터를 도표로 나타내면 표 2와 같다.

표 2.
b0 b1 b2  정 진폭 이진직교 변조데이터

 0  0  0 -c0
 0  0  1 -c1
 0  1  0 -c2
 0  1  1 -c3
 1  0  0 c0
 1  0  1 c1
 1  1  0 c2
 1  1  1 c3

3. 9K/16Mbps 및 18K/16Mbps의 데이터 율을 제공하는 경우

BPSK로 9K/16Mbps 및 QPSK로 18K/16Mbps의 데이터 율을 제공할 경우에 병렬화된 열이 동위상 축과 직교위상 축에
대해 아홉 개씩 전송된다. 즉, 직렬/병렬 변환기(200)는 입력되는 동위상 또는 직교위상의 직렬 데이터를 데이터 비트
(b0∼b8)로 변환하여 출력한다.

상기 직렬/병렬 변환기(200)에서 출력되는 데이터 비트(b0∼b8)들은 복수 군의 데이터 비트(b0∼b2),(b3∼b5),(b6∼b8)로

구분되고, 구분된 각 군의 데이터 비트(b0∼b2),(b3∼b5),(b6∼b8)들은 이진직교 변조부(230),(240),(250)의 직교 변조기

(231),(241),(251)로 각기 입력된다. 상기 직교 변조기(231),(241),(251)는 입력되는 데이터 비트(b1, b2),(b4, b5),(b7,

b8)에 따라 복수 군의 직교코드(c0∼c3),(c4∼c7),(c8∼c11)들에서 하나의 직교코드를 각기 선택하고, 직교 변조기

(231),(241),(251)가 각기 선택한 직교코드들은 곱셈기(231),(241),(251)에서 각기 데이터 비트(b0),(b3),(b6)가 곱셈되어

부호가 조절 즉, 이진 직교코드로 변환된 후 병렬 합산기(270)에서 합산된다.

이와 같이 이진직교 변조부(230),(240),(250)에서 출력되는 데이터들을 병렬 합산기(270)가 합산할 경우에 그 합산한 데
이터의 진폭은 정 진폭으로 유지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본 발명에서는 병렬 합산기(270)에서 출력되는 이진직교 변조 데이터의 진폭이 정 진폭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
기 위하여 상기 직렬/병렬 변환기(200)에서 출력되는 복수 군의 데이터 비트(b0∼b2),(b3∼b5),(b 6∼b8)들을 정 진폭 부

호기(210)가 입력받아 다음의 수학식 2 내지 수학식 4와 같이 각 군의 데이터 비트(b0∼b2),(b3∼b5),(b6∼b8)들을 각기

조합하고 그 조합한 데이터를 패리티 비트(r0),(r1),(r2)로 발생한다.

수학식 2

수학식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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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식 4

여기서, 는 배타적 논리합을 의미한다.

상기 발생한 패리티 비트(r1, r2)는 이진직교 변조부(260)의 직교 변조기(261)로 입력되어 하나의 군의 직교코드

(c12∼c15)들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고, 선택한 직교코드는 곱셈기(263)에서 정 진폭의 부호인 패리티 비트(r0)가 곱셈되어

이진직교 변조되며, 이진직교 변조부(260)에서 이진직교 변조된 데이터는 병렬 합산기(270)에서 상기 이진직교 변조부
(230)(240)(250)의 이진직교 변조된 데이터와 합산되어 병렬 합산기(270)가 정 진폭의 이진직교 변조된 데이터를 출력하
게 된다.

그러므로 확산비가 16일 경우에 정 진폭을 갖는 이진직교 변조 데이터를 얻게 되고, BPSK를 사용할 경우와 QPSK를 사용
할 경우에 총 스펙트럼 효율은 각각 9/16과 18/16이 되며, 따라서 9K/16Mbps 및 18K/16Mbsp의 데이터 율을 얻을 수 있
다.

도 3은 도 1의 정 진폭 이진직교 복조장치(155)(155a)의 구성을 보인 블록도이다. 이에 도시된 바와 같이 수신되는 정 진
폭의 이진직교 변조 데이터를 복조하고 패리티 비트를 제거한 후 직렬 데이터를 생성하는 이진직교 복조부(300)와, 상기
이진직교 복조부(300)가 복조한 데이터를 복수의 군으로 구분하여 에러 발생을 검출하고 에러가 발생되지 않았을 경우에
상기 이진직교 복조부(300)의 직렬 데이터가 복조 데이터로 출력되게 하는 에러 검출부(310)와, 상기 에러 검출부(310)가
에러를 검출할 경우에 에러가 발생한 군의 데이터의 비트 부호를 순차적으로 변환하면서 에러가 발생하지 않은 군의 데이
터와 함께 직렬 데이터로 변환하는 에러비트 부호 변환부(320)와, 상기 에러비트 부호 변환부(320)의 출력 데이터를 정 진
폭 이진직교 변조하는 정 진폭 이진직교 변조장치(330)와, 상기 수신되는 이진직교 변조 데이터와 상기 정 진폭 이진직교
변조장치(330)의 정 진폭 이진직교 변조 데이터를 각 비트별로 디스턴스(distance)를 비교하는 디스턴스 비교기(340)와,
상기 에러비트 부호변환부(320)에서 출력되는 복수의 직렬 데이터를 저장하고 상기 디스턴스 비교기(340)의 제어신호에
따라 해당되는 직렬 데이터를 복조 데이터로 선택 출력하는 버퍼(350)로 구성된다.

상기 이진직교 복조부(300)는, 수신되는 이진직교 변조 데이터를 복조하는 이진직교 복조기(301)와, 상기 이진직교 복조
기(301)의 출력 데이터(b0, b3, b6, r0),(b1, b4, b7, r1),(b2, b5, b8, r2)에서 패리티 비트(r0, r1, r2)를 제거하는 패리티 비

트 제거기(302)와, 상기 에러 검출부(310)의 출력신호에 따라 상기 패리티 비트(r0, r1, r2)가 제거된 데이터(b0, b3,

b6),(b1, b4, b7),(b2, b5, b8)를 스위칭하는 복수의 스위치(303, 304, 305)와, 상기 에러 검출부(310)가 에러를 검출하지

않을 경우에 상기 복수의 스위치(303∼305)를 통해 데이터(b0, b3, b6),(b1, b4, b7),(b2, b5, b8)를 입력받아 직렬 복조 데

이터로 변환하는 병렬/직렬 변환기(306)로 구성된다.

상기 에러 검출부(310)는, 상기 이진직교 복조기(301)의 출력 데이터(b0, b3, b6, r0),(b1, b4, b7, r1),(b2, b5, b8, r2)를 각

기 입력받아 패리티를 검사 및 에러 발생을 판단하고 판단한 에러 발생여부에 따라 상기 복수의 스위치(303∼305)를 각기
제어하는 제 1 내지 제 3 패리티 검사기(311∼313)와, 상기 제 1 내지 제 3 패리티 검사기(311∼313)의 출력신호를 논리
합하여 에러 판단신호를 발생하는 오아 게이트(314)로 구성된다.

상기 에러비트 부호 변환부(320)는, 상기 복수의 스위치(303∼305)를 통해 에러가 발생된 데이터(b0, b3, b6),(b1, b4,

b7 ),(b2, b5, b8)를 각기 입력받아 부호를 변환하는 제 1 내지 제 3 비트부호 변환기(321∼323)와, 상기 제 1 내지 제 3 비

트부호 변환기(321∼323)의 출력 데이터와 상기 복수의 스위치(303∼305)에서 스위칭된 에러가 발생하지 않은 데이터
(b0, b3, b6),(b1, b4 , b7),(b2, b5, b8)를 논리합하는 복수의 오아 게이트(324∼326)와, 상기 복수의 오아 게이트

(324∼326)의 출력 데이터를 직렬 데이터로 변환하는 병렬/직렬 변환기(327)로 구성된다.

이와 같이 구성된 본 발명의 복조장치는 수신되는 정 진폭의 이진직교 변조 데이터가 이진직교 복조부(300)의 이진직교
복조기(301)에서 복조되어 복조 데이터(b0, b3, b6, r0),(b1, b4, b 7, r1),(b2, b5, b8, r2)가 출력되고, 그 출력된 복조 데이

터(b0, b3, b6, r0),(b1, b4, b7, r1),(b2, b5, b8, r2)는 패리티 비트 제거기(302)로 입력되어 패리티 비트(r0, r1, r2)가 제거

되고, 복조 데이터(b 0, b3, b6),(b1, b4, b7),(b2, b5, b8 )만 남게 된다.

그리고 상기 이진직교 복조기(301)의 복조 데이터(b0, b3, b6, r0 ),(b1, b4, b7, r1),(b2, b5, b8, r2)가 복수의 군으로 구분

되어 제 1 내지 제 3 패리티 검사기(311∼313)로 입력되는 것으로 제 1 내지 제 3 패리티 검사기(311∼313)는 각 군의 복
조 데이터(b0, b3, b6, r0),(b1, b4 , b7, r1),(b2, b5, b8, r2)의 패리티를 검사하여 에러 발생여부를 판단하고, 판단신호를 출

력하여 이진직교 복조부(300)의 복수의 스위치(303∼305)에 인가됨과 아울러 오아 게이트(314)에서 논리합되어 출력된
다.

여기서, 제 1 내지 제 3 패리티 검사기(311∼313)가 모두 에러가 발생되지 않았음을 판단하여 저전위를 출력한다고 가정
할 경우에 상기 복수의 스위치(303∼305)의 가동단자가 고정단자(SB1∼SB3)에 접속되고, 또한 오아 게이트(314)가 저전

위를 출력하여 병렬/직렬 변환기(306)가 인에이블 및 정상으로 동작되며, 디스턴스 비교기(340)는 디스에이블되어 동작
하지 않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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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상기 패리티 비트 제거기(302)에서 출력되는 복조 데이터(b0, b3, b6),(b1, b4, b7),(b2, b5, b8 )가 복수의 스위치

(303∼305)를 통해 병렬/직렬 변환기(306)로 입력되어 직렬 데이터로 변환되고, 그 변환된 직렬 데이터가 복조 데이터로
출력된다.

그리고 상기 제 1 내지 제 3 패리티 검사기(311∼313)들 중에서 어느 하나라도 에러가 발생되었음을 판단하여 고전위를
출력할 경우에 상기와는 반대로 오아 게이트(314)가 고전위를 출력하게 되므로 병렬/직렬 변환기(306)가 디스에이블되어
동작하지 않고, 디스턴스 비교기(340)는 인에이블되어 정상으로 동작하게 된다.

여기서, 제 1 패리티 검사기(311)가 에러 발생을 검출하여 고전위를 출력하고, 제 2 및 제 3 패리티 검사기(312, 313)는
에러 발생을 검출하지 못하여 저전위를 출력한다고 가정하면, 제 1 패리티 검사기(311)의 고전위에 의해 상기 스위치
(303)의 가동단자가 고정단자(SA1)에 접속되므로 상기 패리티 비트 제거기(302)에서 출력되는 복조 데이터(b0, b3, b6)가

제 1 비트부호 변환기(321)로 입력되어 복조 데이터(b0, b3, b6)가 각 비트별로 부호가 순차적으로 반전된 후 오아 게이트

(324)를 통해 병렬/직렬 변환기(327)로 입력된다. 예를 들면, 복조 데이터(b0),(b3),(b6)의 부호가 각기 하나씩 반전되고,

다음에는 복조 데이터(b0),(b3),(b6)의 부호가 각기 두 개씩 반전되며, 마지막으로 복조 데이터(b0),(b3),(b6)의 부호가 모

두 반전되면서 순차적으로 출력되어 병렬/직렬 변환기(327)로 입력된다.

그리고 제 2 및 제 3 패리티 검사기(312, 313)의 출력신호에 따라, 상기 패리티 비트 제거기(302)에서 출력되는 복조 데이
터(b1, b4, b7),(b2 , b5, b8)는 스위치(304),(305) 및 오아 게이트(325),(326)를 각기 통해 병렬/직렬 변환기(327)로 입력

된다.

그러면, 병렬/직렬 변환기(327)는 상기 복조 데이터(b1, b4, b7),(b2 , b5, b8)와 상기 제 1 비트부호 변환기(321)가 부호를

변환하면서 출력하는 복수의 복조 데이터(b0, b3, b6)들을 함께 순차적으로 직렬 데이터로 변환하고, 그 변환한 복수의 직

렬 데이터는 정 진폭 이진직교 변조장치(330)로 입력됨과 아울러 버퍼(350)에 입력되어 저장된다.

여기서, 상기 정 진폭 이진직교 변조장치(330)는 상기한 도 2와 동일하게 구성되어 상기 병렬/직렬 변환기(327)로부터 입
력되는 복수의 직렬 데이터를 정 진폭 이진직교 변조하고, 그 정 진폭 이진직교 변조장치(330)에서 변조된 복수의 변조 데
이터와 상기 수신되는 이진직교 변조 데이터가 디스턴스 비교기(340)로 입력된다.

그러면, 디스턴스 비교기(340)는 정 진폭 이진직교 변조장치(330)의 복수의 변조 데이터와 상기 수신되는 이진직교 변조
데이터의 각 비트별로 디스턴스를 계산하고, 합산하여 합산 디스턴스를 판단한다. 즉, 디스턴스 비교기(340)는 수신되는
이진직교 변조 데이터와 정 진폭 이진직교 변조장치(330)의 복수의 변조 데이터의 각각의 비트의 값을 비교하여 차이 값
을 검출하고, 검출한 차이 값을 합산하며, 그 합산한 값이 가장 작은 정 진폭 이진직교 변조장치(330)의 변조 데이터를 판
단 및 버퍼(350)를 제어하여 그 변조 데이터에 해당되는 상기 병렬/직렬 변환기(327)의 출력 데이터를 복조 데이터로 선택
하여 출력하게 한다.

한편, 상기에서는 본 발명을 특정의 바람직한 실시 예에 관련하여 도시하고 설명하였지만, 이하의 특허청구범위에 의해 마
련되는 본 발명의 정신이나 분야를 이탈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본 발명이 다양하게 개조 및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당 업계
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는 용이하게 알 수 있다.

발명의 효과

이상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본 발명의 변조장치는 전송할 소정의 데이터들을 정 진폭의 이진직교 변조하는 것으로서 정 진
폭을 가지므로 통신 시스템에 적용할 경우에 통신시스템의 소비전력을 줄일 수 있고, 전력 증폭기의 선형 동작영역이 좁아
도 되어 저렴하게 제조할 수 있으며, 간섭의 강인성을 확보하며, 대용량의 전송률과 가변 전송률로 소정의 데이터를 전송
할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의 복조장치는 데이터를 변조할 경우에 추가한 패리티 비트를 이용하여 에러를 정정하면서 복조하므로 변조
데이터를 에러가 발생됨이 없이 정확하게 복조할 수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입력되는 직렬 데이터를 데이터 율 제어신호에 따라 각기 복수의 데이터 비트를 가지는 복수 군의 신호, 상기 복수 군들 중
에서 선택된 하나의 군 내에 복수의 데이터 비트를 가지는 신호 또는 상기 선택된 하나의 군 내에 하나의 데이터 비트를 가
지는 신호로 변환하는 직렬/병렬 변환기;

상기 직렬/병렬 변환기가 상기 직렬 데이터를, 각기 복수의 데이터 비트를 가지는 복수 군의 신호로 변환할 경우에 변환한
각 군의 데이터 비트를 각기 조합하여 각각의 군의 패리티 비트를 발생하는 정 진폭 부호기;

서로 상이한 복수 군의 복수의 직교코드를 발생하는 직교코드 발생기;

상기 복수 군의 데이터 비트들과, 각 군 데이터 비트들에 따라 발생한 복수의 패리티 비트에 따라 상기 복수 군의 직교코드
들 중에서 각기 하나의 직교코드를 선택하고 부호를 조절하여 이진직교 변조하는 복수의 이진직교 변조부;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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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복수의 이진직교 변조부의 출력신호를 병렬로 합산하는 병렬 합산기로 구성된 정 진폭 이진직교 변조장치.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복수의 이진직교 변조부들 각각은;

상기 각 군의 데이터 비트들과 복수의 패리티 비트들 중에서 하나의 비트를 부호 비트로 하고 나머지 비트들로 상기 복수
군의 직교코드들 중에서 각기 하나를 선택하는 직교 변조기; 및

상기 직교 변조기의 출력신호에 상기 하나의 부호 비트를 각기 곱하여 부호를 조절하고 상기 병렬 합산기로 출력하는 곱셈
기로 구성됨을 특징으로 하는 정 진폭 이진직교 변조장치.

청구항 3.

제 2 항에 있어서, 상기 직교 변조기는;

멀티플렉서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정 진폭 이진직교 변조장치.

청구항 4.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정 진폭 부호기는;

다음의 수학식 2 내지 수학식 4에 따라 각 군의 데이터 비트(b0∼b2),(b3∼b5),(b6∼b8)를 논리 조합하여 패리티 비트

(r0),(r1),(r2)를 생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정 진폭 이진직교 변조장치.

수학식 2

수학식 3

수학식 4

여기서, 는 배타적 논리합을 나타낸다.

청구항 5.

수신되는 정 진폭의 이진직교 변조 데이터를 복조하고 패리티 비트를 제거한 후 직렬 데이터를 생성하는 이진직교 복조부;

상기 이진직교 복조부가 복조한 데이터를 복수의 군으로 구분하여 에러 발생을 검출하고 에러가 발생되지 않았을 경우에
상기 이진직교 복조부의 직렬 데이터가 복조 데이터로 출력되게 하는 에러 검출부;

상기 에러 검출부가 에러를 검출할 경우에 에러가 발생한 군의 데이터의 비트 부호를 순차적으로 변환하면서 에러가 발생
하지 않은 군의 데이터와 함께 직렬 데이터로 변환하는 에러비트 부호 변환부;

상기 에러비트 부호 변환부의 출력 데이터를 정 진폭 이진직교 변조하는 정 진폭 이진직교 변조장치;

상기 수신되는 이진직교 변조 데이터와 상기 정 진폭 이진직교 변조장치의 정 진폭 이진직교 변조 데이터를 각 비트별로
디스턴스를 비교하는 디스턴스 비교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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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에러비트 부호변환부에서 출력되는 복수의 직렬 데이터를 저장하고 상기 디스턴스 비교기의 제어신호에 따라 해당되
는 직렬 데이터를 복조 데이터로 선택 출력하는 버퍼로 구성된 정 진폭 이진직교 복조장치.

청구항 6.

제 5 항에 있어서, 상기 이진직교 복조부는;

수신되는 이진직교 변조 데이터를 복조하는 이진직교 복조기;

상기 이진직교 복조기의 출력 데이터에서 패리티 비트를 제거하는 패리티 비트 제거기;

상기 에러 검출부의 출력신호에 따라 상기 패리티 비트 제거기의 출력 데이터를 스위칭하는 복수의 스위치; 및

상기 에러 검출부가 에러를 검출하지 않을 경우에 상기 복수의 스위치에서 스위칭된 데이터를 입력받아 직렬 복조 데이터
로 변환하는 병렬/직렬 변환기로 구성됨을 특징으로 하는 정 진폭 이진직교 복조장치.

청구항 7.

제 5 항에 있어서, 상기 에러 검출부는;

상기 이진직교 복조기의 복수 군의 출력 데이터를 각기 입력받아 패리티를 검사 및 에러 발생을 판단하여 상기 복수의 스
위치를 각기 제어하는 제 1 내지 제 3 패리티 검사기; 및

상기 제 1 내지 제 3 패리티 검사기의 출력신호를 논리합하여 에러 판단신호를 발생하는 오아 게이트로 구성됨을 특징으
로 하는 정 진폭 이진직교 복조장치.

청구항 8.

제 5 항에 있어서, 상기 에러비트 부호 변환부는;

상기 복수의 스위치를 통해 에러가 발생된 군의 데이터를 각기 입력받아 부호를 변환하는 제 1 내지 제 3 비트부호 변환기;

상기 제 1 내지 제 3 비트부호 변환기의 출력 데이터와 상기 복수의 스위치에서 스위칭된 에러가 발생하지 않은 데이터를
논리합하는 복수의 오아 게이트; 및

상기 복수의 오아 게이트의 출력 데이터를 직렬 데이터로 변환하는 병렬/직렬 변환기로 구성됨을 특징으로 하는 정 진폭
이진직교 복조장치.

청구항 9.

제 5 항에 있어서, 상기 정 진폭 이진직교 변조장치는;

상기 에러비트 부호 변환부의 출력 데이터를 데이터 율 제어신호에 따라 각기 복수의 데이터 비트를 가지는 복수 군의 신
호, 상기 복수 군들 중에서 선택된 하나의 군 내에 복수의 데이터 비트를 가지는 신호 또는 상기 선택된 하나의 군 내에 하
나의 데이터 비트를 가지는 신호로 변환하는 직렬/병렬 변환기;

상기 직렬/병렬 변환기가 상기 직렬 데이터를, 각기 복수의 데이터 비트를 가지는 복수 군의 신호로 변환할 경우에 변환한
각 군의 데이터 비트를 각기 조합하여 각각의 군의 패리티 비트를 발생하는 정 진폭 부호기;

서로 상이한 복수 군의 복수의 직교코드를 발생하는 직교코드 발생기;

상기 복수 군의 데이터 비트들과, 각 군 데이터 비트들에 따라 발생한 복수의 패리티 비트에 따라 상기 복수 군의 직교코드
들 중에서 각기 하나의 직교코드를 선택하고 부호를 조절하여 이진직교 변조하는 복수의 이진직교 변조부; 및

상기 복수의 이진직교 변조부의 출력신호를 병렬로 합산하는 병렬 합산기로 구성됨을 특징으로 하는 정 진폭 이진직교 복
조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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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0.

제 9 항에 있어서, 상기 복수의 이진직교 변조부들 각각은;

상기 각 군의 데이터 비트들과 복수의 패리티 비트들 중에서 하나의 비트를 부호 비트로 하고 나머지 비트들로 상기 복수
군의 직교코드들 중에서 각기 하나를 선택하는 직교 변조기; 및

상기 직교 변조기의 출력신호에 상기 하나의 부호 비트를 각기 곱하여 부호를 조절하고 상기 병렬 합산기로 출력하는 곱셈
기로 구성됨을 특징으로 하는 정 진폭 이진직교 복조장치.

청구항 11.

제 10 항에 있어서, 상기 직교 변조기는;

멀티플렉서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정 진폭 이진직교 복조장치.

청구항 12.

제 9 항에 있어서, 상기 정 진폭 부호기는;

다음의 수학식 2 내지 수학식 4에 따라 각 군의 데이터 비트(b0∼b2),(b3∼b5),(b6∼b8)를 논리 조합하여 패리티 비트

(r0),(r1),(r2)를 생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정 진폭 이진직교 복조장치.

수학식 2

수학식 3

수학식 4

여기서, 는 배타적 논리합을 의미한다.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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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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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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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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