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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궤도 위성용 S-BAND 수신기 설계 및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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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9 Multiplier 
VCO로부터 18.414MHz(T=54.306ns)를 입력으로 받

아 입력 주파수의 3배가 되는 주파수를 갖는 신호 
55.242MHz(T=18.102ns)로 변환시켜 Divider 단으로, 입
력 주파수의 9배가 되는 주파수를 갖는 신호
165.726MHz(T=6.03ns)로 변환시켜 1st X2 Multiplier 
단으로 전달하는 기능을 갖도록 하였다.

 소 신호 해석은 왜곡(distortion)이 비교적 작은 선형 
영역에서 동작하는 회로에 대해서는 적합하나, 왜곡이 
큰 회로에는 적합하지 않아 X9 Multiplier 단에 대해서는
Transient 분석 만을 수행하였다.

입력 단에 크기가 634mVpp(0dBm)인18.414MHz 신호
를 넣고 Transient 분석을 수행한 결과, Divider 단의 입
력으로 연결되는 첫번째 출력 단에서 
200.95mVpp(-10dBm)의 크기를 갖는55.242MHz의 신호
를 얻었다. Fig.2는 이 신호의 시뮬레이션 파형을 나타내
고 Fig.3은 3채배 결과의 FFT를 나타낸다.

             Fig.2 X9 회로의 3채배 신호

  

                 Fig.3 X9 Multiplier 1st 출력 FFT 

   

       Fig.4  X9  2nd 출력 신호(165.726MHz) FFT 

Fig.4는  X9보드의 9채배 신호 출력에 대한 FFT 결과
를 보인다.

. 1st X2 Multiplier 
1st X2 Multiplier 단은 X9 Multiplier 단으로부터 

165.452MHz(T=6.03ns)의 출력 신호를 입력으로 받아 
331.452MHz(T=3.017ns)로 변환하여 2nd X2 Multiplier 
단으로 전달한다. 1st X2는 Common Emitter 구조의 주
파수 Doubler와 버퍼, 2개의 BPF로 구성 하였다. 
Transient 특성 Simulation을 위해 입력단에 크기가 
316mVpp(-6dBm)인 165.726MHz 신호를 넣고 
Transient 분석을 수행한 결과, 출력단에서는  
464.46mVpp(-2.7dBm)의 크기를 갖는 331.452MHz의 신
호를 얻었다. 따라서 출력 신호는 크기 요구 조건을 만족
한다.  Fig.5는 1st X2 회로의 출력에 대한 FFT결과를 보
인다.

    

        Fig.5  1st X2 Multiplier 출력 신호 FFT 

다. 2nd IF Amplifier 
2nd IF Amplifier는 1st IF Amplifier/2nd Mixer 단으

로부터 18.414MHz(T=54.306ns)의 신호를  받아서 증폭
시킨 후 Predetector Amplifier 단으로 전달한다. 2nd 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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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plifier 단에서 쓰인 2개의 2차 Band Pass Filter는 
Amplifier에 의해서 Isolation되면서 연결되고, 전체이득
은 AGC에 의해서 조절되는 4단 증폭기로부터 얻는다. 
Fig.6은 BPF 회로의 소신호 특성을 보여 준다.

   

Fig.6 18.414MHz Band Pass Filter 소 신호 특성

Fig.9  First Output of X9 Multipli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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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10  First X2 Output Spectrum

Fig.11  First X2 S11

Fig.22  First Output of X9 Multiplier

       Fig.12  First X2 Output B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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