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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통신용 공통 매체를 공유하는 중계기들

명세서

기술분야

  본 발명은 통신에 관한 것으로, 특히 양방향 매체(bi-directional medium)에서의 통신을 위한 배치에 관한 것이다. 상기
배치는 전력선을 통한 통신에 적합하다.

배경기술

  많은 형태의 통신 매체는 물리적 연속성(physical continuity)이 방해받을 수 없는 단일 신호 매체인 것이 특징이다. 또
한, 단일 방향성(omni-directional)이거나 매우 제한된 방향성을 갖는 것과 반대로, 완전히 양방향성인 통신 트랜스듀서
(transducer)들이 존재한다. 충전된(energized) 전력선(electrical power wires), 파이프에 가둬진 가스 및 유체, 및 특정
광 매체 등이 그 예이다.

  예를 들어, 전력선 통신에 있어서, 신호는 와이어(wire)에 비방향성으로 커플링된다. 즉, 상기 신호는 와이어를 통해 양방
향으로 진행할 수 있다. 종종, 하나의 방향이 의도된 방향이고, 다른 방향이 의도되지 않은 방향이다.

  신호의 신호원으로부터 일정 거리 떨어진 곳에서는, 상기 신호에 해당하는 데이터가 적당한 품질로 전송되도록 하는데
중계기가 필요한 점까지 신호대 잡음비가 악화된다. 연속적으로 전송하는 완전 듀플렉서 모뎀(full duplex modem)에 있
어서, 수신기는 양방향으로부터 신호를 수신할 수 있으며, 의도되지 않은 방향으로 진행하는 신호가 의도된 신호를 방해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다수의 주파수 대역들이 가능하다면, 상기 중계기는 한 주파수에서 수신하고, 다른 주파수에서 재송신할 수 있다. 그러
나, 이러한 배치도 간섭(interference)으로부터 안전을 보장하진 않는데, 특히 의도된 신호(intended signals)의 레벨이 의
도되지 않은 신호의 레벨과 유사한 경우, 각 송신기 및 수신기 간의 신호 감쇄 때문이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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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발명은 통신에 관한 것으로, 특히 양방향성 매체상의 통신을 위한 중계기들의 배치에 관한 것이다. 상기 시스템은 각
각이 상기 매체에 연결된, 제1 중계기, 제2 중계기, 제3 중계기 및 제4 중계기를 포함한다. 상기 제1 중계기 및 제2 중계기
는, 상기 제1 중계기로부터 상기 제2 중계기로의 전송을 위한 제1 밴드(band) 및 상기 제2 중계기로부터 상기 제1 중계기
로의 전송을 위한 제2 밴드를 통해 서로 통신한다. 상기 제2 중계기 및 상기 제3 중계기는, 상기 제2 중계기로부터 상기 제
3 중계기로의 전송을 위한 제3 밴드 및 상기 제3 중계기로부터 상기 제2 중계기로의 전송을 위한 제4 밴드를 통해 서로 통
신한다. 상기 제3 중계기 및 상기 제4 중계기는, 상기 제3 중계기로부터 상기 제4 중계기로의 전송을 위한 상기 제2 밴드
및 상기 제4 중계기로부터 상기 제3 중계기로의 전송을 위한 상기 제1 밴드를 통하여 서로 통신한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전력선 통신 시스템에서의 중계기들의 구성을 나타낸 블록도이다.

실시예

  본 발명은 통신에 관한 것으로, 특히 양방향 매체에서의 통신을 위한 중계기들의 배치에 관한 것이다. 상기 배치는 여기
서 전력선 통신 시스템과 관련하여 설명되나, 다른 어떤 양방향 매체에도 사용될 수 있을 것이며, 하나의 연속적 양방향 매
체에서의 완전 듀플렉스 통신에 특히 매우 적합하다.

  도 1은 전력선 통신 시스템(100) 내의 중계기들의 구성을 나타낸 블록도이다. 상기 시스템(100)은 헤드엔드(head-
end)(HE)(700), 중계기 A(705), 중계기 B(710), 중계기 C(715) 및 중계기 D(720)를 포함한다. 의도된 신호의 진폭에 비
해 의도되지 않은 신호의 진폭을 감소시키기 위해, 주파수 대역의 선택이 상기 다양한 중계기들에서 이용될 수 있다.

  헤드엔드(700)는 주파수 밴드 1을 통해 중계기 A(705)로 전송하며, 밴드 2를 통해 수신한다.

  중계기 A(705)는 밴드 1을 통해 헤드엔드(700)로부터 수신하며, 밴드 2를 통해 헤드엔드(700)으로 전송한다. 중계기
A(705)는 또한 밴드 3을 통해 중계기 B(710)으로 전송하며, 밴드 4를 통해 중계기 B(710)로부터 수신한다.

  중계기 B(710)는 밴드 3을 통해 중계기 A(705)로부터 수신하며, 밴드 4를 통해 중계기 A(705)로 전송한다. 중계기
B(710)는 또한 밴드 2를 통해 중계기 C(715)로 전송하며, 밴드 1을 통해 중계기 C(715)로부터 수신한다.

  중계기 C(715)는 밴드 2를 통해 중계기 B(710)로부터 수신하며, 밴드 1을 통해 중계기 B(710)로 전송한다. 중계기
C(715)는 또한 밴드 4를 통해 중계기 D(720)로 전송하며, 밴드 3을 통해 중계기 D(720)로부터 수신한다.

  중계기 B(710)가 중계기 C(715)로부터 밴드 1을 통해 수신하는 반면에, 중계기 C(715)로 밴드 2를 통해 전송하도록 배
치함으로써, 중계기 C(715)로부터의 밴드 1 신호에 대한 의도되지 않은 경로(725)는 두 와이어 세그먼트, 즉 와이어 세그
먼트 B-C(780) 및 와이어 세그먼트 A-B(755)를 통과한다. 중계기 A(705)에서의 밴드 1 수신기는, 하나의 와이어 세그먼
트 즉, 와이어 세그먼트 HE-A(750)를 통과하는, 의도된 신호를 헤드엔드(700)로부터 수신한다. 반면에, 중계기 C로부터
의 의도되지 않은 신호는, 두 와이어 세그먼트들을 통과하여, 더 감쇄되기 쉽다. 유사하게, 다른 의도되지 않은 경로들
(760, 765, 770, 775)은 두 와이어 세그먼트들에 걸쳐 분포되어, 의도되지 않은 신호들을 감쇄시킨다.

  따라서, 양방향성 매체에서의 통신 시스템이 제공된다. 설명하기 위한 목적으로, 헤드엔드(700)를 제1 중계기로, 중계기
A(705)를 제2 중계기로, 중계기 B(710)를 제3 중계기로, 중계기 C(715)를 제4 중계기로 간주한다. 따라서, 상기 시스템
은 각각이 상기 매체에 연결된 제1 중계기, 제2 중계기, 제3 중계기 및 제4 중계기를 포함한다. 상기 제1 중계기 및 상기
제2 중계기는, 상기 제1 중계기로부터 상기 제2 중계기로의 전송을 위한 제1 밴드 및 상기 제2 중계기로부터 상기 제1 중
계기로의 전송을 위한 제2 밴드를 통해 서로 통신한다. 상기 제2 중계기 및 상기 제3 중계기는, 상기 제2 중계기로부터 상
기 제3 중계기로의 전송을 위한 제3 밴드 및 상기 제3 중계기로부터 상기 제2 중계기로의 전송을 위한 제4 밴드를 통해 서
로 통신한다. 상기 제3 중계기 및 상기 제4 중계기는, 상기 제3 중계기로부터 상기 제4 중계기로의 전송을 위한 상기 제2
밴드 및 상기 제4 중계기로부터 상기 제3 중계기로의 전송을 위한 상기 제1 밴드를 통해 통신한다.

산업상 이용 가능성

  본 명세서 기재의 다양한 대안들, 컴비네이션들 및 변경이 해당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에 의해 가능함을 이해하
여야만 한다. 본 발명은 첨부된 청구항들의 범위에 드는 모든 대안들, 컴비네이션들 및 변경을 포함하고자 한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각각이 양방향 매체(bi-directional medium)에 연결된 제1 중계기, 제2 중계기, 제3 중계기 및 제4 중계기를 포함하되,

  상기 제1 중계기 및 상기 제2 중계기는, 상기 제1 중계기로부터 상기 제2 중계기로의 전송을 위한 제1 밴드 및 상기 제2
중계기로부터 상기 제1 중계기로의 전송을 위한 제2 밴드를 통해 서로 통신하며,

  상기 제2 중계기 및 상기 제3 중계기는, 상기 제2 중계기로부터 상기 제3 중계기로의 전송을 위한 제3 밴드 및 상기 제3
중계기로부터 상기 제2 중계기로의 전송을 위한 제4 밴드를 통해 서로 통신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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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제3 중계기 및 상기 제4 중계기는, 상기 제3 중계기로부터 상기 제4 중계기로의 전송을 위한 상기 제2 밴드 및 상기
제4 중계기로부터 상기 제3 중계기로의 전송을 위한 상기 제1 밴드를 통하여 서로 통신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양방향 매
체에서의 통신을 위한 시스템.

청구항 2.

  제1 항에 있어서,

  상기 매체는 전력선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양방향 매체에서의 통신을 위한 시스템.

요약

  양방향 매체에서의 통신을 위한 시스템은 상기 매체에 각각이 연결되어 있는, 제1 중계기, 제2 중계기, 제3 중계기 및 제
4 중계기를 포함한다. 상기 제1 중계기 및 상기 제2 중계기는, 상기 제1 중계기로부터 상기 제2 중계기로의 전송을 위한
제1 밴드 및 상기 제2 중계기로부터 상기 제1 중계기로의 전송을 위한 제2 밴드를 통해 서로 통신한다. 상기 제2 중계기
및 상기 제3 중계기는, 상기 제2 중계기로부터 상기 제3 중계기로의 전송을 위한 제3 밴드 및 상기 제3 중계기로부터의 상
기 제2 중계기로의 전송을 위한 제4 밴드를 통해 서로 통신한다. 상기 제3 중계기 및 상기 제4 중계기는, 상기 제3 중계기
로부터 상기 제4 중계기로의 전송을 위한 상기 제2 밴드 및 상기 제4 중계기로부터 상기 제3 중계기로의 전송을 위한 상기
제1 밴드를 통해 서로 통신한다.

대표도

도 1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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