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대한민국특허청(KR)

(12) 등록특허공보(B1)

 

(51) 。Int. Cl.

     H04B 10/12 (2006.01)

(45) 공고일자

(11) 등록번호

(24) 등록일자

2007년07월03일

10-0735291

2007년06월27일

(21) 출원번호 10-2006-0008306 (65) 공개번호

(22) 출원일자 2006년01월26일 (43) 공개일자

심사청구일자 2006년01월26일

(73) 특허권자 삼성전자주식회사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 416

(72) 발명자 김용규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촌1동 한가람아파트 209동 401호

오윤제

경기도 용인시 구성읍 마북리 삼성래미안1차아파트 107동 1801호

황성택

경기도 평택시 독곡동 대림아파트 102동 303호

(74) 대리인 이건주

(56) 선행기술조사문헌

KR1020040082029 A

심사관 : 석상문

전체 청구항 수 : 총 4 항

(54) 양방향 무선 통신을 위한 광 네트워크

(57) 요약

본 발명에 따른 광 네트워크는 하향의 채널 및 타임 슬롯으로 구성된 하향 무선신호를 하향 광신호로 변환시키고 상향 광

신호를 상향의 채널 및 타임 슬롯으로 구성된 상향 무선신호로 광전 변환시키는 중앙 기지국과, 상기 중앙 기지국으로부터

입력받은 상기 하향 광신호를 하향 무선신호로 광전 변환시켜서 무선 송신하고 무선 수신된 상기 상향 무선신호를 상향 광

신호로 전광 변환시켜서 상기 중앙 기지국으로 출력하는 원격 기지국 유닛을 포함하며, 상기 원격 기지국 유닛은 하향의

타임 슬롯으로부터 데이터가 실리지 않은 비전송 대역을 파악하고, 상향 타임 슬롯을 하향 타임 슬롯의 비전송 대역에 입

력시킨다.

대표도

도 3

특허청구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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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

광 네트워크에 있어서,

하향의 채널 및 타임 슬롯으로 구성된 하향 무선신호를 하향 광신호로 변환시키고 상향 광신호를 상향의 채널 및 타임 슬

롯으로 구성된 상향 무선신호로 광전 변환시키는 중앙 기지국과;

상기 중앙 기지국으로부터 입력받은 하향 광신호를 하향 무선신호로 광전 변환시키기 위한 하향 광전 변환기와, 상향 무선

신호를 상향 광신호로 전광변환시키기 위한 상향 전광 변환기와, 상기 하향 무선신호를 무선 송신하고 상기 상향 무선신호

를 무선 수신받는 안테나와. 상기 하향 광전 변환기에서 광전 변환된 상기 하향 무선신호를 하향의 타임 슬롯과, 방송 및

부반송파 채널로 분리하는 제1 커플러와, 상기 안테나에서 무선 수신된 상기 상향 무선신호를 상향의 타임 슬롯과, 방송

및 부반송파 채널로 분리하는 제2 커플러와, 상기 제1 커플러에서 분리된 하향의 타임 슬롯 일부를 분할하는 분할기와, 상

향의 타임 슬롯과 하향의 타임 슬롯을 교대로 입출력시키기 위한 스위치와, 상기 분할기에서 분할된 하향의 타임 슬롯으로

부터 데이터가 실리지 않은 비전송 대역을 파악해서 상기 스위치의 상향 및 하향의 타임 슬롯 입출력을 제어하기 위한 제

어부를 포함하는 원격 기지국 유닛을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양방향 무선 통신을 위한 광 네트워크.

청구항 2.

제1 항에 있어서, 상기 중앙 기지국은,

상기 하향 무선신호를 하향 광신호로 전광 변환시키기 위한 하향 전광 변환기와;

상기 상향 광신호를 상향 무선신호로 광전 변환시키기 위한 상향 광전 변환기를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양방향 무선 통신

을 위한 광 네트워크.

청구항 3.
삭제

청구항 4.

제1 항에 있어서, 상기 원격 기지국 유닛은,

상기 하향 광전 변환기와 상기 제1 커플러의 사이에 위치되며 상기 하향 무선신호를 증폭해서 상기 제1 커플러로 출력하

기 위한 제1 증폭기와;

상기 상향 무선신호를 증폭시켜서 상기 상향 전광 변환기로 출력하기 위한 제2 증폭기와;

상기 제1 커플러로부터 입력된 하향의 부반송파 채널을 상기 제2 커플러로 출력하고, 상기 제2 커플러로부터 입력된 상향

의 부반송파 채널을 상기 제2 증폭기로 출력하기 위한 제3 커플러를 더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양방향 무선 통신을 위한

광 네트워크.

청구항 5.

제1 항에 있어서, 상기 제어부는,

하향의 타임 슬롯으로부터 포락선(Envelope) 형태의 파형을 검출하는 펄스 검출기와;

상기 펄스 검출기에서 검출된 타임 슬롯의 파형의 잡음을 제거하기 위한 밴드패스 필터와;

등록특허 10-0735291

- 2 -



상기 밴드 패스 필터로부터 입력된 타임 슬롯의 레벨을 제한하기 위한 제한 증폭기와;

기 설정된 기준 전압의 레벨을 생성하는 기준 전압 생성기와;

상기 기준 전압 생성기의 기준 전압 레벨과 상기 제한 증폭기로부터 입력되는 타임 슬롯을 비교해서 비전송 대역을 검출하

는 비교기와;

상기 비교기에서 파악된 비전송 대역에 상향의 타임 슬롯이 상기 스위치를 통과할 수 있도록 상기 스위치를 제어하는 지연

조절기를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양방향 무선 통신을 위한 광 네트워크.

명세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양방향 무선 통신에 관한 발명으로서 특히 광섬유와 무선 통신이 결합된 양방향 광 통신 망에 관한 발명이다.

2G, 3G, 무선랜, 무선 인터넷 통신, 휴대 방송 등과 같은 다양한 무선 통신 매체들을 각각의 형태별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기지국 또는 중계기 등의 구축에 많은 공간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기지국이나 중계기의 공간을 최적화시키기 위해서는

다양한 형태의 통신 매체들을 기존 광 통신 망의 기지국이나 중계기에 공용화된 인빌딩 솔루션(Inbuilding solution) 형태

로 수용시켜야될 필요가 있다. 일정 구간까지는 광섬유를 이용한 광 통신과 또 다른 일부 구간에서는 무선 송수신 방식이

결합된 ROF(Radio over fiber) 방식의 광 네트워크가 제안되고 있다. 상술한 ROF 방식의 광 네트워크는 다양한 통신 매

체에 적용하고 통신 용량 및 속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시분할 다중화 및 부반송파 다중화와 같은 이종의 데이터 전송 방

법이 적용될 수 있다.

도 1은 종래 원격 기지국 유닛을 포함하는 무선 통신을 위한 광 네트워크의 구성을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 1을 참조하면,

종래의 광 네트워크(100)는 중앙 기지국(110)과, 상기 중앙 기지국(110)과 광섬유에 의해 링크(link)된 원격 기지국 유닛

(120)을 포함한다.

상기 중앙 기지국(110)은 하향 무선신호를 하향 광신호로 전광 변환시키기 위한 전광 변환기(111)와, 상기 원격 기지국 유

닛(120)으로부터 입력된 상향 광신호를 상향 무선 신호로 광전 변환시키는 광전 변환기(112)를 포함한다. 상기 하향 및 상

향 광신호 각각은 타임 슬롯과 부반송파 및 방송 채널로 이루어진다.

상기 원격 기지국 유닛(120)은 하향 광신호를 하향 무선 신호로 광전 변환시키기 위한 광전 변환기(121)와, 상기 하향 무

선 신호를 증폭시키기 위한 제1 증폭기(123) 및 상향 무선 신호를 증폭시키기 위한 제2 증폭기(124)와, 상기 상향 무선 신

호를 상향 광신호로 전광 변환시켜서 상기 중앙 기지국(110)으로 출력하기 위한 전광 변환기(122)와, 상향 무선 신호를 수

신하고 하향 무선 신호를 송신하는 안테나(126)와, 상기 하향 무선신호를 상기 안테나(126)로 출력하고 상기 안테나(126)

를 통해서 수신된 상향 무선 신호를 상기 제2 증폭기(124)로 출력하는 서큘레이터(circulator;125)를 포함한다.

도 2는 종래 또 다른 광 네트워크의 구성을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 2에 도시된 광 네트워크(200)는 중앙 기지국(210), 원

격 기지국 유닛(220)을 포함하며 상기 원격 기지국 유닛(220)과 중앙 기지국(210)은 광섬유에 의해 링크된다.

상기 중앙 기지국(210)은 하향 무선신호를 광신호로 변환시키기 위한 전광 변환기(211) 와, 상향 광신호를 상향 무선신호

로 변환시켜서 데이터를 검출하기 위한 광전 변환기(212)를 포함한다. 상기 하향 광신호는 시분할 방식의 타임 슬롯들과,

부반송파 방식의 채널들 및 방송 채널, 제어 신호로 구성되고, 상기 상향 광신호는 상향의 타임 슬롯들과 부반송파 채널들

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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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원격 기지국 유닛(220)은 상기 하향 광신호를 하향 무선 신호로 광전 변환시키기 위한 광전 변환기(221)와, 상기 하

향 무선신호를 무선 전송하고 상향 무선 신호를 무선 수신받기 위한 안테나(232)와, 상기 상향 무선신호를 상향 광신호로

전광 변환시키기 위한 전광 변환기(222)와, 제1 및 제2 증폭기(225,231), 역다중화기(223), 제어부(224), 제1 내지 제3

커플러들(226,227,228), 스위치(229)를 포함한다.

상기 역다중화기(223)는 하향 무선신호 중에서 제어 신호만을 분리해서 상기 제어부(224)로 출력한다. 상기 스위치(229)

는 상기 제어부(224)의 지시에 따라서 상향 및 하향의 타임 슬롯을 교대로 입출력시킨다. 상기 제1 커플러(226)는 하향 무

선신호를 방송 채널, 부반송파 채널, 타임 슬롯으로 분리하며, 분리된 타임 슬롯을 상기 스위치(229)로 출력한다. 나머지

분리된 부반송파 채널은 상기 제3 커플러(227)를 통해서 제2 커플러(228)로 입력되고, 방송 채널은 제2 커플러(228)로 직

접 입력된다.

상기 제2 커플러(228)는 하향의 타임 슬롯, 부반송파 채널 및 방송 채널을 하향 무선신호로 결합해서 상기 안테나(232)로

출력하고, 상기 안테나(232)로부터 입력된 상향 무선 신호를 상향의 부반송파 채널 및 타임 슬롯으로 분리한다. 상기 제2

커플러(228)에서 분리된 상향의 타임 슬롯은 상기 스위치(229)를 통해서 상기 제2 증폭기(231)로 입력되고, 상향의 부반

송파 채널은 상기 제2 증폭기(231)로 직접 입력된다.

상기 제어부(224)는 제어 신호에 따라서 상기 스위치(229)를 제어하며, 상기 스위치(229)는 상기 제어부(224)의 지시에

따라서 상기 상향의 타임 슬롯과 상기 하향의 타임 슬롯이 중복되지 않게 입출력시킨다.

그러나, 타임 슬롯 및 부반송파 채널들을 분리하지 않고 사용할 경우는 상호 간섭에 의한 열화의 문제가 있는 반면에, 타임

슬롯 및 부반송파 채널들을 분리해서 사용할 경우는 하향 및 상향의 타임 슬롯들이 중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별도의

제어 신호를 제공해야되는 문제가 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은 제어 신호를 사용하지 않고도 열화를 방지할 수 있는 양방향 무선 송수신 방식의 광 네트워크를 제공하는 데 목

적이 있다.

본 발명에 따른 광 네트워크는,

하향의 채널 및 타임 슬롯으로 구성된 하향 무선신호를 하향 광신호로 변환시키고 상향 광신호를 상향의 채널 및 타임 슬

롯으로 구성된 상향 무선신호로 광전 변환시키는 중앙 기지국과;

상기 중앙 기지국으로부터 입력받은 상기 하향 광신호를 하향 무선신호로 광전 변환시켜서 무선 송신하고 무선 수신된 상

기 상향 무선신호를 상향 광신호로 전광 변환시켜서 상기 중앙 기지국으로 출력하는 원격 기지국 유닛을 포함하며,

상기 원격 기지국 유닛은 하향의 타임 슬롯으로부터 데이터가 실리지 않은 비전송 대역을 파악하고, 상향 타임 슬롯을 하

향 타임 슬롯의 비전송 대역에 입력시킨다.

발명의 구성

이하에서는 첨부도면들을 참조하여 본 발명의 실시 예를 상세히 설명하기로 한다. 본 발명을 설명함에 있어서, 관련된 공

지기능, 혹은 구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본 발명의 요지를 모호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생략한다.

도 3은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 예에 따른 양방향 무선 통신을 위한 광 네트워크의 구성을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 3을 참

조하면, 본 실시 예에 따른 광 네트워크(300)는 하향의 채널 및 타임 슬롯으로 구성된 하향 무선신호를 하향 광신호로 변환

시키고 상향 광신호를 상향의 채널 및 타임 슬롯으로 구성된 상향 무선신호로 광전 변환시키는 중앙 기지국(310)과, 상기

중앙 기지국(310)으로부터 입력받은 상기 하향 광신호를 하향 무선신호로 광전 변환시켜서 무선 송신하고 무선 수신된 상

기 상향 무선신호를 상향 광신호로 전광 변환시켜서 상기 중앙 기지국(310)으로 출력하는 원격 기지국 유닛(320)을 포함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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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중앙 기지국(310)은 상기 하향 무선신호를 하향 광신호로 전광 변환시키기 위한 하향 전광 변환기(311)와, 상기 상향

광신호를 상향 무선신호로 광전 변환시키기 위한 상향 광전 변환기(312)를 포함하며 상기 원격 기지국 유닛(320)과 광섬

유 등의 유선 수단에 의해 링크(Link)될 수 있다.

상기 원격 기지국 유닛(320)은 하향 광전 변환기(321)와, 상향 전광 변환기(322)와, 제1 내지 제3 커플러(325,327,328)

와, 제1 및 제2 증폭기(323,324)와, 상기 하향 무선신호를 무선 송신하며 상향 무선신호를 무선 수신받는 안테나(329)와,

분할기(326), 스위치(340), 제어부(330)를 포함한다.

상기 하향 광전 변환기(321)는 상기 중앙 기지국(310)의 하향 전광 변환기(311)와 링크되어 있으며, 상기 중앙 기지국

(310)으로부터 입력받은 하향 광신호를 하향 무선신호로 광전 변환시켜서 상기 제1 증폭기(323)로 출력한다. 상기 제1 증

폭기(323)는 상기 하향 무선신호를 증폭해서 상기 제1 커플러(325)로 출력한다.

상기 제1 커플러(325)는 상기 하향 광전 변환기(321)로부터 입력받은 상기 하향 무선신호를 트리플렉싱(triplexing) 방식

에 의해서 하향의 타임 슬롯과, 방송 및 부반송파 채널로 분리한다. 상기 제1 커플러(325)에서 분리된 하향의 타임 슬롯은

상기 분할기(326)로 출력되고, 하향의 방송 채널은 상기 제2 커플러(328)로 출력된다. 하향의 부반송파 채널은 상기 제3

커플러(327)를 통해서 상기 제2 커플러(328)로 입력된다.

상기 상향 전광 변환기(322)는 상기 중앙 기지국(310)의 상향 광전 변환기(312)와 링크되어 있으며, 상기 상향 무선신호

를 상향 광신호로 전광변환시켜서 상기 중앙 기지국(310)으로 출력한다.

상기 제2 커플러(328)는 상기 안테나(329)를 통해서 무선 수신된 상기 상향 무선신호를 상향의 타임 슬롯과, 방송 및 부반

송파 채널로 분리하며 분리된 상향의 타임 슬롯을 상기 스위치(340)로 출력하고, 상향의 부반송파 채널을 상기 제2 증폭기

(324)로 직접 출력한다. 또한, 상기 제2 커플러(328)는 상기 제1 커플러(325)로부터 입력된 하향의 상기 방송 채널과, 상

기 제3 커플러(327)로부터 입력된 하향의 상기 부반송파 채널과, 상기 스위치(340)로부터 입력된 하향의 상기 타임 슬롯

을 상기 하향 무선신호로 결합시켜서 상기 안테나(329)로 출력한다.

상기 분할기(326)는 상기 제1 커플러(325)와 상기 스위치(340)의 사이에 위치되며, 상기 제1 커플러(325)에서 분리된 하

향의 상기 타임 슬롯 일부를 분할해서 상기 제어부(330)로 출력하고, 나머지 하향의 타임 슬롯을 상기 스위치(324)로 출력

한다.

상기 제어부(330)는 상기 분할기(326)에서 분할된 하향의 타임 슬롯으로부터 데이터가 실리지 않은 비전송 대역을 파악해

서 상기 스위치(340)에 입력 또는 출력된 상향 및 하향의 타임 슬롯이 상기 스위치(340)에서 중복되지 않도록 제어하며,

상기 스위치(340)는 상기 제어부(330)의 지시에 따라 접점을 상기 분할기(326) 또는 상기 제2 커플러(328)와 연결함으로

써 하향 및 상향의 타임 슬롯을 교대로 입력 및 출력시킨다.

도 4는 도 3에 도시된 제어부 구성의 일 예를 도시한 도면이고, 도 5는 도 3에 도시된 제어부(330)로 입력되는 하향의 타

임 슬롯과 신호 추출기에서 출력되는 하향의 타임 슬롯의 그래프를 나타낸다. 상기 제어부(330)는 펄스 검출기(Pulse

detector; 331)와, 밴드패스 필터(low band pass filter;332)와, 제한 증폭기(limiting amplifier;333)와, 비교기(334), 지

연기(335), 기준 전압 생성기(reference voltage;336)를 포함해서 구성될 수 있다.

상기 펄스 검출기(331)는 상기 분할기(326)로부터 입력받은 하향의 타임 슬롯으로부터 도 5의 (a)에 도시된 바와 같은 포

락선(Envelope) 형태의 파형을 검출한다. 도 5(a)는 상기 제어부(330)로 입력되는 하향의 상기 타임 슬롯을 나타내며, 데

이터가 실린 전송 대역(Down Link)과, 데이터가 실리지 않은 비전송 대역(TTG, Uplink, RTG)으로 구성될 수 있다.

도 5의 (a)에 도시된 TTG는 전송 대역의 후단을 확인하기 위한 영역이고, RTG는 후속으로 입력되는 타임 슬롯의 전단을

확인하기 위한 영역이다. 또한, Uplink는 통상 상향의 슬롯을 위해 비워진 대역을 의미한다. 또한, 도 5의 (b)에 도시된 △t

는 타임 슬롯의 데이터 전송 전 후에 변화되는 시간을 의미한다.

상기 밴드 패스 필터(332)는 상기 펄스 검출기(331)로부터 검출된 타임 슬롯의 파형으로부터 리플(ripple) 등의 잡음을 제

거하고, 상기 제한 증폭기(limiting amplifier; 333)는 상기 밴드 패스 필터(332)로부터 입력된 타임 슬롯의 레벨을 제한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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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비교기(334)는 상기 기준 전압 생성기(336)로부터 입력된 기 설정된 기준 전압의 레벨과 상기 제한 증폭기(333)로부

터 입력되는 타임 슬롯을 비교해서 비전송 대역을 파악한다. 상기 지연 조절기(335)는 상기 비교기(334)에서 파악된 비전

송 대역에 상향의 타임 슬롯이 상기 스위치를 통과할 수 있도록 상기 스위치(340)를 제어한다.

상기 스위치(340)는 상기 제어부의 지시에 따라서 하향 타임 슬롯의 전송 대역 동안에는 포트 1(①)과 상기 분할기(326)를

연결시키고, 포트 2(②)와 상기 제2 결합기(328)를 연결시킨다. 또한, 상기 스위치(340)는 하향 타임 슬롯의 비전송 대역

동안에 포트 2(②)와 상기 제2 결합기(328)를 연결시키고, 포트 3(③)과 상기 제2 증폭기(324)를 연결시킨다.

상기 제1 증폭기(323)는 상기 하향 광전 변환기(321)와 상기 제1 커플러(325)의 사이에 위치되며 상기 하향 무선신호를

증폭해서 상기 제1 커플러(325)로 출력한다. 상기 제2 증폭기(324)는 상기 상향 무선신호를 증폭시켜서 상기 상향 전광

변환기(322)로 출력한다.

상기 제3 커플러(327)는 상기 제1 커플러(325)로부터 입력된 하향의 부반송파 채널을 상기 제2 커플러(328)로 출력하고,

상기 제2 커플러(328)로부터 입력된 상향의 부반송파 채널을 상기 제2 증폭기(324)로 출력한다.

발명의 효과

본 발명은 하향의 타임 슬롯으로부터 전송 및 비전송 대역을 파악해서, 상향의 타임 슬롯과 중복되지 않도록 제어함으로

써, 중앙 기지국에서 별도의 제어 신호를 입력시킬 필요가 없다. 더욱이, 본 발명은 전광 변환기 등에 별도의 제어 신호가

입력하지 않아도 되는 이점이 있다. 따라서 본 발명은 채널들 및 타임 슬롯의 변조 인덱스(Modulation index)를 증가시킬

수 있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종래 원격 기지국 유닛을 포함하는 무선 통신을 위한 광 네트워크의 구성을 나타내는 도면,

도 2는 종래 또 다른 광 네트워크의 구성을 나타내는 도면,

도 3은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 예에 따른 양방향 무선 통신을 위한 광 네트워크의 구성을 나타내는 도면,

도 4는 도 3에 도시된 제어부 구성의 일 예를 도시한 도면,

도 5는 도 3에 도시된 제어부로 입력되는 하향의 타임 슬롯과 신호 추출기에서 출력되는 하향의 타임 슬롯 그래프.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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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

등록특허 10-0735291

- 7 -



도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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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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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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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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