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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대역확산통신방식의 동기식 통신시스템에서 동기복조를 위해 중간주파수를 추출시 별도의 복잡한 중간주파수 동기검출
회로를 추가하여야 함에 따라 회로가 복잡해지며 정확하게 동기를 맞추기 곤란한 것을 개선한다, 이를 위하여 송신측에
서는 파일럿채널로서 동기복조를 위한 PN부호와 함께 PN부호에 의해 대역확산된 데이타에 의해 각각 동상과 직교상으
로 직교위상편이변조하여 송신하고, 수신측에서는 수신신호의 PN부호에 대한 동기회로에서 직접 중간주파수를 추출하
여 동기복조한다. 따라서 별도의 중간주파수 추출회로를 사용하지 않고서도 PN부호의 역확산을 통해 정확한 중간주파
수를 검출하여 안정된 데이타 복원을 할 수 있게 된다.
    

대표도
도 1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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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l도는 종래의 대역확산통신방식의 동기식 송신장치의 블럭구성도

제2도는 종래의 대역확산통신방식의 동기식 수신장치의 블럭구성도

제3도는 본 발명에 따른 대역확산통신방식의 동기식 송신장치의 블럭구성도

제4도는 본 발명에 따른 대역확산통신방식의 동기식 수신장치의 블럭구성도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330: 변조부 468: 수신부

470: 엔벨로프 검출부 472: 클럭제어부

474: 직교상추출부 476: 역확산부

478: 데이타복원부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PN(Pseudo Noise)부호를 이용하는 대역확산통신방식의 통신시스템에 관한 것으로, 특히 수신측에서 원래
의 데이타 복원시 동기검파를 이용하는 동기식 송신 및 수신장치에 관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대역확산통신방식의 동기식 송신장치와 수신장치는 각각 제1도 및 제2도에 도시한 바와 같이 구성된다.

제1도의 송신장치에서 입력데이타 DIN 은 PN부호 발생기(102)의 PN부호와 직교 부호 발생기(104)의 직교부호에 의
해 믹서(106)에서 확산 변조된 후 대역제한을 위해 기조대역필터(108)에서 기조대역 필터링을 하게 된다. 이후 증폭
기(110)에 의해 증폭되고 믹서(112,114)에서 중간주파수 f IF 와 반송파 fRF 로 변조하여 안테나(116)를 통해 송신한
다.

제2도의 수신기에서 안테나(202)를 통해 수신된 신호는 믹서(204)에서 반송파 f RF 와 곱해진후 BPF(206)를 거쳐 중
간주파수대의 신호가 된다. BPF(206)의 출력 신호는 PN부호발생기(242)로 부터 발생되는 얼리(early)PN부호 PN E , 
기준(punctual)PN부호 PN P , 레이트(late)PN부호 PN L ,와 믹서(208,216,228)에서 각각 곱해진다. 믹서(208,216,
228) 각각의 출력은 BPF(210,218,230)를 거친후 자승기(212,220,232)에 의해 자승되고 적분기(214,222,234)에
서 PN부호열의 1주기동안 적분됨으로써 엔벨로프(envelope)가 검출된다. 또한 비교기(224)는 적분기(222)에서 출
력되는 기준루프의 엔벨로프와 기준임계치 THR를 비교하여 엔벨로프가 기준임계치 THR보다 크면 초기 동기가 이루
어진 것으로 간주해서 PN동기를 유지하게 되며, 작으면 계속해서 초기 동기를 맞추려는 과정을 반복한다. 여기서 PN
부호발생기(242)에서 발생되는 얼리PN부호 PNE는 기준PN부호 PNP 보다 1/2칩만큼 빠른 부호이고, 레이트 PN부호 
PNL 는 기준PN부호 PNP 보다 1/2칩만큼 늦은 부호이다.

한편 기준 루프의 BPF(218)의 출력신호는 별도의 중간주파수 추출회로(244)에 입력되어 중간주파수가 추출된후 믹
서(216)의 역확산된 신호와 믹서(246)에서 곱해진 다음에 믹서(250)에 의해 직교부호 발생기(248)의 직교부호와 곱
해진다. 이후 LPF(252) 및 결정기(254)를 거쳐 원래의 데이타 D OUT 가 복원된다.

한편 대역확산방식의 동기식 송수신 시스템의 성능은 PN부호 및 중간주파수의 동기를 얼마나 정확하게 복원하는가에 
달려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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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상기한 바와 같은 종래의 수신기에서는 데이타와 함께 중간주파수가 PN 부호에 의해 대역확산되어 있기 때문에 
직접 재생이 어려워 PN동기회로와는 별도로 중간주파수 재생회로를 구성해야 할뿐만아니라 정확하게 복원하기 곤란한 
문제점이 있었다.

따라서 본 발명의 목적은 간단한 회로로서 정확한 중간주파수를 검출하여 안정된 데이타복원을 할 수 있는 동기식 송신 
및 수신장치를 제공함에 있다.

이하 본 발명을 첨부한 도면을 참조하여 상세히 설명한다.

제3도는 본 발명에 따른 대역확산통신방식의 동기식 송신장치의 블럭구성도로서,

미리 설정된 PN부호를 발생하는 PN부호발생기(302)와,

미리 설정된 직교부호를 발생하는 직교부호발생기(304)와,

입력 데이타 DIN 를 PN부호에 의해 대역확산시키는 동시에 직교부호에 의해 직교부호화하는 믹서(306)와,

중간주파수신호fIF 를 PN부호와 대역확산된 데이타에 의해 각각 동상과 직교상으로 오프셋 직교위상편이변조(OQPSK
: Offset Quardrature Phase Shift Keying)하는 변조부(330)와,

상기 변조된 신호에 의해 반송파 fRF 를 변조하여 안테나(328)를 통해 송신하는 믹서(326)로 구성한다.

제3도의 구성중 변조부(330)는 PN부호의 대역을 기조대역으로 제한하는 기조대역필터(308)와, 대역 제한된 PN부호
를 증폭하는 증폭기(310)와, 증폭기(310)의 출력과 중간주파수신호 f IF 를 곱하는 믹서(312)와, 대역확산 및 직교부
호화된 데이타를 PN부호의 1/2칩동안 지연시키는 지연기(314)와, 지연된 데이타의 대역을 기조대역으로 제한하는 기
조대역필터(316)와, 대역제한된 데이타를 증폭하는 증폭기(318)와, 중간주파수신호 f IF 의 위상을 90° 이상시키는 
이상기(320)와, 증폭기(318)의 출력과 이상된 중간주파수신호를 곱하는 믹서(322)와, 믹서(312,322)의 출력을 더
하여 믹서(326)에 인가하는 가산기(324)로 구성한다.

제4도는 본 발명에 따른 대역확산통신방식의 동기식 수신장치의 블럭구성도로서,

송신측으로부터 송신된 신호를 수신하여 수신신호에서 반송파를 제거하고 중간주파수 대역신호를 추출하는 수신부(4
68)와,

소정 제어에 의해 수신신호에 나타나는 PN부호에 대해 동기되는 클릭신호와 함께 데이타클럭신호 DCLK를 발생하는 
클럭발생기(442)와,

클럭발생기(442)의 클럭신호로부터 기준PN부호 PNP 와 얼리PN부호 PNE및 레이트PN부호 PNL 를 발생하는 PN부호
발생기(444)와,

중간주파수 대역신호를 얼리, 기준, 레이트PN부호 PNE , PNP , PNL 에 의해 각각 역확산시킨후 중간 주파수 대역의 동
상성분을 추출하여 각각의 엔벨로프를 검출하는 엔벨로프 검출부(470)와,

상기 검출되는 엔벨로프들의 레벨에 따라 클럭발생기(442)를 제어하여 PN부호에 대한 초기동기의 확립후 동기를 유
지하는 클럭제어부(472)와,

중간주파수대역의 동상성분을 중간주파수 대역의 직교상성분으로 변환한후 중간주파수 대역신호에 의해 중간주파수 성
분을 제거하여 직교상성분을 추출하는 직교상추출부(474)와,

직교상성분를 레이트PN부호 PNL 에 의해 역확산시키는 역확산부(476)와,

 - 3 -



등록특허 10-0326312

 
역확산된 직교상성분을 직교복호화후 데이타 클럭신호 DCLK에 동기하여 PN부호 열의 1주기동안 누산하여 원래의 데
이타를 복원하는 데이타복원부(478)로 구성한다.

    
제4도의 구성중 수신부(468)는 믹서(404)와 BPF(406)와 A/D변환기(408)로 구성하고, 엔벨로프 검출부(470)는 믹
서(410,418,430)와 BPF(412,420,432)와 자승기(414,422,434)와 누산기(416,424,436)로 구성하며, 클럭제어부
(472)는 비교기(426)와 PN동기 검출기(428)와 감산기(438)와 클럭제어기(440)로 구성한다, 직교상추출부(474)
는 중간주파수 대역신호를 엔벨로프 검출부(470)에서의 동상성분 추출에 따라 발생하는 지연시간동안 지연시키는 지
연기(446)와, 중간주파수대역의 동상성분의 위상을 90° 이상시키는 이상기(448)와, 이상기(448)의 출력을 지연기
(446)의 출력과 곱하여 중간주파수성분을 제거하는 믹서(450)로 구성한다.
    

역확산부(476)는 레이트PN부호PNL 를 엔벨로프 검출부(470)에서의 동상성분 추출에 따라 발생하는 지연시간동안 지
연시키는 지연기(452)와, 믹서(450)의 출력을 지연기(452)의 출력과 곱하여 역확산시키는 믹서(454)로 구성한다.

    
데이타복원부(478)는 직교부호를 발생하는 직교부호발생기(456)와, 직교부호를 PN부호의 1/2칩동안 지연시키는 지
연기(458)와, 지연기(458)의 출력을 엔벨로프 검출부(470)에서의 동상성분 추출에 따라 발생하는 지연시간동안 지
연시키는 지연기(460)와, 믹서(454)의 출력을 지연기(460)의 출력과 곱하여 직교복호화하는 믹서(462)와, 믹서(4
62)의 출력을 누산하는 누산기(464)와, 누산된 값을 데이타클럭신호 DCLK에 의해 PN부호열의 1주기마다 미리 설정
된 값과 비교하는 것에 의해 데이타값을 결정하여 원래의 데이타를 복원하는 결정기(466)로 구성한다.
    

이하 본 발명에 따른 제3도 및 제4도의 동작예를 상세히 설명한다. 우선 본 발명에서는 PN부호만의 파일럿(pilot)채널
을 데이타변조채널에 추가하여 전송함으로써 수신장치에서 PN부호의 역확산을 통한 정확한 중간주파수를 검출하여 안
정된 데이타 복원을 가능하게 하며, 중간주파수의 자기간섭 제거 및 AGC를 용이하게 한다.

제3도의 송신장치에서 입력데이타 DIN 는 믹서(106)에서 PN부호에 의해 대역확산되며 직교부호에 의하여 직교성을 
갖게된다. 그런후에 오프셋 직교위상편이변조하기 위해 지연기(314)에 의해 1/2칩 지연되며, 대역제한을 위한 기조대
역필터(316)를 거쳐 증폭기(318)에서 증폭된다. 여기서 오프셋 직교위상편이변조방식은 영점통과(zero crossing)가 
일어나지 않아 효율적인 C급 증폭기를 사용할 수 있는 등 여러가지 장점을 가지는 통상적인 방식이다. 또한 파일럿채널
의 PN부호는 기조대역필터(308)에서 대역제한된후 증폭기(310)에서 증폭된다. PN부호와 데이타변조신호는 중간주
파수 fIF 에 의해 직각 변조된 후 가산기(324)에 의해 더해지고 믹서(326)에서 반송파 f RF 에 실려 안테나(328)를 통
해 전송된다. 이때 전송되는 송신 신호ST 는 하기 (1)식으로 표현된다.

상기 (1)에서 P(t)는 PN부호이고, W(t)는 직교부호이며, d(t)는 데이타이다.

한편 제4도의 수신장치에서 안테나(402)를 통해 수신된 수신신호는 믹서(404)에 의해 반송파 f RF 가 제거되고 BPF(
406)를 거쳐 중간주파수대역의 신호가 된다. 이 신호는 A/D변환기(408)를 통해 디지탈 신호로 변환된후 PN부호발생
기(444)로부터 발생되는 기준PN부호 PNP , 얼리PN부호 PNE , 레이트PN부호 PNL 와 믹서(410,418,430)에서 각각 
곱해지고 BPF(412,420,432)를 거친후 자승기(414,422,434)와 누산기(416,424,436)를 통해 PN부호열의 1주기동
안의 엔벨로프가 검출된다. 그러면 비교기(426)는 누산기(424)에서 출력되는 기준루프의 엔벨로프를 기준임계치 TH
R와 비교하여 PN부호의 초기동기의 확립 여부를 결정한다. PN부호의 초기동기가 확립되면 클럭제어기(440) 및 클럭
발생기(442)를 거쳐 PN부호발생기(444)의 동기가 유지되도록하며, 동기가 맞지 않았을 경우 반복하여 동기를 맞추어 
나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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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중간주파수의 동상성분은 BPF(420)의 출력에서 직접 추출할 수 있다. 이를 보다 상세히 살펴보면, 우선 상기 (1)
식에서 반송파를 제거한 신호는 하기 (2)식과 같이 된다.

상기 (2)식의 신호는 PN부호발생기(444)에서 나온 동기가 맞춰진 기준PN부호 PNP와 믹서(418)에 의해 곱해져서 
하기 (3)식과 같은 신호가 된다.

상기 (3)식의 신호는 중간주파수의 동상성분과 데이타와 직교부호 및 PN부호에 의해 확산된 직교상성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BPF(420)를 통과하면 중간 주파수의 동상 성분만이 추출된다. 여기서 BPF(412,420,432)로는 FIR(Finit
e Impulse Response) 디지탈 필터를 사용한다. 이에따라 BPF(412,420,432)에서는 탭(tap)수의 1/2만큼 지연을 갖
게된다.

그리고 복원하려는 데이타는 상기 (3)식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직교상채널에 존재하므로, BPF(420)의 출력 신호를 이상
기(448)에서 힐버트(Hilbert) 변환 또는 90° 지연함으로써 90° 이상시켜 직교상의 중간주파수로 만든다. 다음에 상
기 (1)식과 같은 신호를 지연기(446)에서 BPF(420)의 지연시간동안 만큼 지연시킨후 믹서(450)에서 이상기(448)
의 출력신호와 곱함으로써 중간주파수성분을 제거한다. 그리고 송신장치에서의 오프셋 직교위상편이변조시의 1/2칩 지
연을 고려하여 직교부호발생기(456)의 직교부호를 지연기(458)에서 1/2칩 지연시키고 BPF(420)의 지연을 고려하여 
지연기(452,460)에서 PN부호와 직교부호를 각각 지연시킨후 믹서(462)에서 곱하고 누산기(464)를 거쳐 결정기(4
66)에서 원래의 데이타를 복원한다. 또한 검출된 중간주파수 f IF 를 중간주파수에 의한 자기간섭을 제거하기 위해 이용
할 수 있도록 별도로 출력한다.

    
상술한 바와 같이 본 발명은 동기를 위한 파일럿 채널로서 PN부호를 전송함으로서 수신장치에서 PN부호의 역확산을 
통해 정확한 중간주파수를 검출하여 안정된 데이타 복원을 할 수 있는 잇점이 있다. 또한 정확한 중간주파수 검출을 이
용하여 중간주파수 자체의 영향을 제거하는 회로를 이용할 수 있다. 그리고 송신시 오프셋 직교위상편이변조방식으로 
변조함으로써 단순한 직교위상편이변조방식에 비해 영점 통과가 일어나지 않아 변조 파형의 엔벨로프가 비교적 일정하
여 효율이 높은 C급 증폭기를 사용할 수도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대역확산통신방식의 동기식 송신장치에 있어서,

미리 설정된 PN부호를 발생하는 PN부호발생수단과,

입력 데이타를 상기 PN부호에 의해 대역확산시키는 대역확산수단과,

중간주파수신호를 상기 PN부호와 상기 대역확산된 데이타에 의해 각각 동상과 직교상으로 직교위상편이변조하는 변조
수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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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변조된 신호에 의해 반송파를 변조하여 송신하는 송신수단을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동기식 송신장치.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변조수단이

상기 PN부호의 대역을 기조대역으로 제한하는 기조대역필터(308)와,

상기 대역제한된 PN부호와 상기 중간주파수신호를 곱하는 믹서(312)와,

상기 대역확산된 데이타의 대역을 기조대역으로 제한하는 기조대역필터(316)와,

상기 중간주파수신호의 위상을 90° 이상시키는 이상기(320)와,

상기 대역제한된 데이타와 상기 이상된 중간주파수신호를 곱하는 믹서(322)와,

상기 믹서(312,322)의 출력을 더하여 상기 송신수단에 인가하는 가산기(324)로 구성하는 것을 동기식 송신장치.

청구항 3.

PN부호와 상기 PN부호에 의해 대역확산된 데이타에 의해 중간주파수신호가 각각 동상과 직교상으로 직교위상편이변
조된 신호를 수신하여 복조하기 위한 대역확산통신방식의 동기식 수신장치에 있어서,

상기 수신신호에서 반송파를 제거하고 중간주파수 대역신호를 추출하는 수신수단과,

소정 제어에 의해 상기 PN부호에 대해 동기되는 클럭신호와 함께 데이타클럭신호를 발생하는 클럭발생수단과,

상기 클럭신호로부터 상기 PN부호에 따른 기준PN부호와 얼리PN부호 및 레이트PN부호를 발생하는 PN부호발생수단
과,

상기 중간주파수 대역신호를 상기 얼리, 기준, 레이트PN부호에 의해 각각 역확산시킨후 중간주파수대역의 동상성분을 
추출하여 각각의 엔벨로프를 검출하는 엔벨로프 검출수단과,

상기 검출되는 엔벨로프들의 레벨에 따라 상기 클럭발생수단을 제어하여 상기 PN부호에 대한 초기동기의 확립후 동기
를 유지하는 클럭제어수단과,

상기 중간주파수대역의 동상성분을 중간주파수대역의 직교상성분으로 변환한후 상기 중간주파수 대역신호에 의해 중간
주파수성분을 제거하여 직교상성분을 추출하는 직교상추출수단과,

상기 직교상성분를 상기 레이트PN부호에 의해 역확산시키는 역확산수단과,

상기 역확산된 직교상성분을 상기 데이타클럭신호에 동기하여 상기 PN부호 열의 1주기동안 누산하여 원래의 데이타를 
복원하는 데이타복원수단을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동기식 수신장치.

청구항 4.

제3항에 있어서, 상기 직교상추출수단이,

상기 중간주파수 대역신호를 상기 엔벨로프 검출수단에서의 동상성분 추출에 따라 발생하는 지연시간동안 지연시키는 
지연기(446)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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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중간주파수대역의 동상성분의 위상을 90° 이상시키는 이상기(448)와,

상기 이상기(448)의 출력을 상기 지연기(446)의 출력과 곱하여 중간주파수 성분을 제거하는 믹서(450)로 구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동기식 수신장치.

청구항 5.

제4항에 있어서, 상기 이상기(448)가 상기 중간주파수대역의 동상성분을 힐버트 변환하여 위상을 90° 이상시키는 것
을 특징으로 하는 동기식 수신장치.

청구항 6.

제4항에 있어서, 상기 이상기(448)가 상기 중간주파수대역의 동상성분을 지연시켜 위상을 90° 이상시키는 것을 특징
으로 하는 동기식 수신장치.

청구항 7.

제4항에 있어서, 상기 역확산수단이,

상기 레이트PN부호를 상기 엔벨로프 검출수단에서의 동상성분 추출에 따라 발생하는 지연시간동안 지연시키는 지연기
(452)와,

상기 믹서(454)의 출력을 상기 지연기(452)의 출력과 곱하여 역확산시키는 믹서(454)로 구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
는 동기식 수신장치.

청구항 8.

대역확산통신방식의 동기식 송신 및 수신장치에 있어서,

미리 설정된 PN부호를 발생하는 PN부호발생수단과,

미리 설정된 직교부호를 발생하는 직교부호발생수단과,

입력 데이타를 상기 PN부호에 의해 대역확산시키는 동시에 상기 직교부호에 의해 직교부호화하는 대역확산수단과,

중간주파수신호를 상기 PN부호와 상기 대역확산된 데이타에 의해 각각 동상과 직교상으로 오프셋 직교위상편이변조하
는 변조수단과,

상기 변조된 신호에 의해 반송파를 변조하여 송신하는 송신수단과,

상기 송신수단으로부터 송신된 신호를 수신하여 수신신호에서 반송파를 제거하고 중간주파수 대역신호를 추출하는 수
신수단과,

소정 제어에 의해 상기 수신신호에 나타나는 PN부호에 대해 동기되는 클럭신호와 함께 데이타클럭신호를 발생하는 클
럭발생수단과,

상기 클럭신호로부터 상기 PN부호에 따른 기준PN부호와 얼리PN부호 및 레이트PN부호를 발생하는 PN부호발생수단
과,

상기 중간주파수 대역신호를 상기 얼리, 기준, 레이트PN부호에 의해 각각 역확산시킨후 중간주파수대역의 동상성분을 
추출하여 각각의 엔벨로프를 검출하는 엔벨로프 검출수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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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검출되는 엔벨로프들의 레벨에 따라 상기 클럭발생수단을 제어하여 상기 PN부호에 대한 초기동기의 확립후 동기
를 유지하는 클럭제어수단과,

상기 중간주파수대역의 동상성분을 중간주파수대역의 직교상성분으로 변환한후 상기 중간주파수 대역신호에 의해 중간
주파수성분을 제거하여 직교상성분을 추출하는 직교상추출수단과,

상기 직교상성분를 상기 레이트PN부호에 의해 역확산시키는 역확산수단과,

상기 역확산된 직교상성분을 직교복호화후 상기 데이타클럭신호에 동기하여 상기 PN부호열의 1주기동안 누산하여 원
래의 데이타를 복원하는 데이타복원수단을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동기식 송신장치 및 수신장치.

청구항 9.

제8항에 있어서, 상기 변조수단이

상기 PN부호의 대역을 기조대역으로 제한하는 기조대역필터(308)와,

상기 대역제한된 PN부호와 상기 중간주파수신호를 곱하는 믹서(312)와,

상기 대역확산 및 직교부호화된 데이타를 상기 PN부호의 1/2칩동안 지연시키는 지연기(314)와,

상기 지연된 데이타의 대역을 기조대역으로 제한하는 기조대역필터(316)와,

상기 중간주파수신호의 위상을 90° 이상시키는 이상기(320)와,

상기 대역제한된 데이타와 상기 이상된 중간주파수신호를 곱하는 믹서(322)와,

상기 믹서(312,322)의 출력을 더하여 상기 송신수단에 인가하는 가산기(324)로 구성하는 것을 동기식 송신장치 및 
수신장치.

청구항 10.

제9항에 있어서, 상기 직교상추출수단이,

상기 중간주파수 대역신호를 상기 엔벨로프 검출수단에서의 동상성분 추출에 따라 발생하는 지연시간동안 지연시키는 
지연기(446)와,

상기 중간주파수대역의 동상성분의 위상을 90° 이상시키는 이상기(448)와.

상기 이상기(448)의 출력을 상기 지연기(446)의 출력과 곱하여 중간주파수 성분을 제거하는 믹서(450)로 구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동기식 송신장치 및 수신장치.

청구항 11.

제10항에 있어서, 상기 역확산수단이,

상기 레이트PN부호를 상기 엔벨로프 검출수단에서의 동상성분 추출에 따라 발생하는 지연시간동안 지연시키는 지연기
(452)와,

상기 믹서(450)의 출력을 상기 지연기(452)의 출력과 곱하여 역확산시키는 믹서(454)로 구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
는 동기식 송신장치 및 수신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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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2.

제11항에 있어서, 상기 데이타복원수단이,

상기 직교부호를 상기 PN부호의 1/2칩동안 지연시키는 지연기(458)와,

상기 지연기(458)의 출력을 상기 엔벨로프 검출수단에서의 동상성분 추출에 따라 발생하는 지연시간동안 지연시키는 
지연기(460)와,

상기 믹서(454)의 출력을 상기 지연기(460)의 출력과 곱하여 직교복호화하는 믹서(462)와,

상기 믹서(462)의 출력을 누산하는 누산기(464)와,

상기 누산된 값을 상기 데이타클럭신호에 의해 상기 PN부호열의 1주기마다 미리 설정된 값과 비교하는 것에 의해 데이
타값을 결정하여 원래의 데이타를 복원하는 결정기(466)로 구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동기식 송신장치 및 수신장치.

도면
도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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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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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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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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