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특허  10-0422895

- 1 -

(19)대한민국특허청(KR)

(12) 등록특허공보(B1)

(51) 。Int. Cl.6

G01R 29/00

(45) 공고일자

(11) 등록번호

(24) 등록일자

2004년06월12일

10-0422895

2004년03월02일

(21) 출원번호 10-1996-0038562 (65) 공개번호 10-1997-0016593

(22) 출원일자 1996년09월06일 (43) 공개일자 1997년04월28일

(30) 우선권주장 195 33 113.3 1995년09월07일 독일(DE)

(73) 특허권자 지멘스 악티엔게젤샤프트

독일 뮌헨 80333 비델스파허프라쯔 2

(72) 발명자 알거-모이니어, 미하엘

독일연방공화국 85540 하르 그론스도르퍼 슈트라쎄 4

암마르, 여지프

독일연방공화국 81675 뮌헨 아인슈타인슈트라쎄 135

크라머, 로날프

독일연방공화국 81247 뮌헨 메르겐탈러슈트라세 6

(74) 대리인 남상선

심사관 : 김재문

(54) 디지털전송장치의신호전송시간측정장치

요약

상위 스테이션(2)과 하위 스테이션(3) 사이에 접속된 디지털 전송장치(1)의 신호 전파시간을 측정하기 위한 장치에서

는, 상위 스테이션(2) 및 하위 스테이션 (3)이 클록 신호에 의해 클록되는 소정 신호를 전송장치(1)를 통해 각각 반대 

스테이션(3, 2)으로 송신하기 위한 송신장치(12, 9), 및 반대 스테이션(3, 2)에 의해 클록되는 소정 신호를 수신하기 

위한 수신장치(16, 5)를 포함하며, 수신장치(16, 5)는 각각의 소정 신호에 중첩된 클록신호를 분리하고, 송신하려는 

소정 신호가 상위 스테이션(2)에서는 미리 주어진 클록신호(15)에 의해 그리고 하위 스테이션(3)에서는 그것의 수신

장치(5)로부터 분리된 클록신호(7)로부터 유도된 클록신호(7')에 의해 클록되며, 상위 스테이션(2)에 있는 위상 비교

장치(19)가 주어된 클록신호 (15)와 상위 스테이션(2)의 수신장치(16)로부터 분리된 클록신호(18)를 비교하고, 계산

장치(20)는 위상 비교장치(19)의 비교결과로부터 신호 전파시간(26)을 계산한다.

대표도

도 1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제 1도는 본 발명에 따른 장치의 개략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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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면의 주요 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

1 : 전송장치 2 : 상위 스테이션

3 : 하위 스테이션 5,16 : 수신장치

7,15,18 : 클록 신호 9,12 : 송신장치

19 : 위상 비교장치 20 : 산술연산장치

23,24 : 레지스터 26 : 신호 전송시간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상위 스테이션과 하위 스테이션 사이에 접속된 디지털 전송장치의 신호 전송시간을 측정하기 위한 장치에 

관한 것이다.

전송장치의 신호 전송시간은 실시예에 따라 크게 변동될 수 있다. 전송 매체로서 와이어 접속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신호 전송시간이 실제로 라인 길이에 의존한다. 라디오 인 더 루프(radio in the loop(RITL))와 함께 사용할 때 및 DE

CT 표준에 따른 코드리스 전화기와 함께 시스템에 사용할 때, 전송장치의 관리를 위해, 각 구간의 라인 전송시간 및 

경우에 따라 이것으로부터 얻어지는 비례적인 라인 길이가 개별적으로 결정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방식의 측정은

필요에 따라 때때로 외부 측정장치를 사용하여 수동으로 이루어진다.

본 발명의 목적은 신호 전송시간의 측정이 항상 그리고 자동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장치를 구성하는 것이다.

상기 목적은 상위 스테이션과 하위 스테이션사이에 접속된 디지털 전송장치 (1)의 신호 전송시간을 측정하기 위한 장

치에 있어서,

상기 상위 스테이션 및 상기 하위 스테이션이 클록 신호에 의해 클록되는 소정신호를 상기 전송장치(1)를 통해 각각 

반대편 스테이션으로 송신하기 위한 송신장치, 및 상기 반대편 스테이션에 의해 클록되는 소정신호를 수신하기 위한 

수신장치를 각각 포함하며,

상기 수신장치가 상기 각각의 소정신호에 중첩된 클록신호를 분리하는 수단을 포함하며;

상기 상위 스테이션에서는 송신하려는 소정신호에 미리 주어진 클록신호를 중첩한후 상기 하위 스테이션으로 전송하

고,

상기 하위 스테이션에서는 상기 수신장치를 사용하여 상기 상위 스테이션으로부터 전송된 상기 소정신호로부터 상기

클록신호를 분리하고 상기 분리된 클록신호로부터 클록신호를 유도한후, 상기 클록신호를 소정신호에 중첩하여 상기

상위 스테이션으로 전송하며;

상기 상위 스테이션에 있는 위상 비교장치가 상기 주어진 클록신호와 상기 상위 스테이션의 상기 수신장치로부터 분

리된 클록신호를 비교하며, 상기 클록신호가 상기 하위 스테이션으로부터 전송된 상기 소정신호로부터 분리되며,

산술연산장치가 상기 위상 비교장치의 비교결과로부터 신호 전송시간을 계산함으로써 달성된다.

본 발명의 실시예 및 개선예는 특허청구의 범위의 종속항에 제시된다.

디지털 전송장치의 측정은 디지털 전송장치를 통해 접속된 하위 스테이션과의 상호작용 하에 상위 스테이션에 의해 

이루어진다. 이때, 소정 신호의 전송시 중첩되는 클록, 및 다른 클록에 대한 한 클록의 의존도가 측정을 위해 사용된다

. 측정장치에 대한 부가 비용이 비교적 작은데, 그 이유는 클록킹 수단 및 클록을 다시 얻기 위한 수단이 일반적으로 

상위 스테이션 및 하위 스테이션에 이미 존재하기 때문이다. 부가적으로, 단 하나의 위상 비교장치가 제공된다. 위상 

비교장치는 상위 스테이션에서 송신하려는 소정 신호의 클록신호와 수신된 소정 신호의 클록신호를 평가한다. 이것

으로부터 후속 하는 산술연산장치에서 대응하는 신호 전송시간의 값이 검출된다.

상위 스테이션 및 하위 스테이션에서의 신호 전송시간이 무시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상 차를 신호 전송시간으로 변

환한 후에, 그것으로부터 상위 스테이션 및/또는 하위 스테이션에서의 신호 전송시간을 감산한다. 신호의 전송 및 피

드백에 의하여 신호 전송시간이 2배로 되므로, 감산 결과는 2로 나누어진다.

본 발명을 첨부한 도면에 도시된 실시예를 참고로 상세히 설명하면 하기와 같다.

실시예로서 도시된 본 발명에 따른 장치에서는 예컨대 전화 라인과 같은 전송장치(1)가, 예컨대 중계 스테이션과 같

은 상위 스테이션(2) 및, 예컨대 가입자 스테이션과 같은 하위 스테이션(3) 사이에 접속된다. 하위 스테이션(3)은 전

송장치 (1)에 양방향으로 결합된 라인 분류 및 단자 유니트(4)를 포함한다. 전송장치(1)를 통해 수신된 신호는 라인 

분류 및 단자 유니트(4)로부터 수신장치(5)에 공급된다. 수신장치는 상기 신호로부터 소정 신호(6) 및 클록 신호(7)를

얻는다. 클록 신호는 직접적으로 또는 동기화 장치(8)의 중간 접속 하에 클록 신호(7')로서 송신장치(9)에 공급되며, 

상기 송신장치(9)는 클록신호(7')를 소정 신호(10)에 중첩시키고 그것으로부터 결과되는 신호를 라인 분류 및 단자 유

니트(4) 및 전송장치(1)를 통해 상위 스테이션(2)으로 송신한다.

상위 스테이션(2)은 전송장치(1)에 양방향으로 결합된 라인 분류 및 단자 유니트(11)를 포함한다. 상기 라인 분류 및 

단자 유니트(11)는 송신장치(12)로부터 신호를 얻는다. 송신장치(12)에서 클록 제너레이터(14)에 의해 발생된 클록

신호 (15)가 소정 신호(13)에 중첩된다. 라인 분류 및 단자 유니트(11)는 또한 수신장치 (16)에 접속되며, 상기 수신

장치(16)는 하위 스테이션(3)으로부터 송신된 신호를 수신하고 이 신호로부터 소정 신호(17) 및 클록신호(18)를 얻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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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전송장치(1)에서 신호 전송시간을 검출하기 위해, 클록신호(15) 및 (18)은 위상 비교장치(19), 예컨대 두 를록신호(1

5, 18) 사이의 위상 차를 검출하는 위상 검출기에 공급된다. 비교결과는 산술연산장치(20)에 공급된다. 상기 산술연

산장치 (20)는 비교 결과를 대응하는 시간 차원으로 바꾸는 변환계수(conversion factor) 를 가진 계수 승산기(21)를

이용하여 상기 비교결과를 웨이팅(weighting)한다. 그러나, 위상 비교장치(19)를 적합하게 설계하면, 변환 계수가 1

일 수 있고, 그에 따라 계수 승산기가 생략될 수 있다. 계수 승산기(21) 다음에는 감산기(22)가 접속된다. 상기 감산기

(22)는 2개의 레지스터(23) 및 (24)의 내용을 웨이팅된 위상 비교 결과로부터 감산한다. 레지스터(23) 및 (24)에는 

상위 스테이션(2) 또는 하위 스테이션(3)에서의 신호 전송시간이 저장된다. 상위 스테이션(2) 및/또는 하위 스테이션(

3)에서의 신호 전송시간이 전송장치(1)에서의 신호 전송시간에 비해 무시될 수 있는 경우에는 레지스터(23), 레지스

터(24) 및/또는 감산기(22)가 생략될 수 있다. 감산결과는 또 다른 계수 승산기(25)에 의해 2등분됨으로써, 전송장치(

1)에서의 신호 전송시간을 재현하는 신호(26)를 형성한다.

상위 스테이션에 있는 전송 클록의 위상 위치에 대한 정보가 전송시간의 측정을 위해 수신클록과 비교 평가된다. 송

신 클록은 상위 스테이션으로부터 전송되는 펄스와 동기인 신호이다. 수신 클록은 상위 스테이션에서 수신된 하위 스

테이션의 펄스와 동기이다. 송신 클록 및 수신 클록은 하위 스테이션에서 공지된 방식으로 서로 링크된다. 그에 따라, 

상위 스테이션에서의 송신 클록 및 수신 클록의 위상 위치는 상위 스테이션 및 하위 스테이션에서의 일정한 공지의 

지연시간, 및 2배의 라인 전송 시간에 의해 주어지는 성분으로 이루어진다. 2배의 라인 전송시간은 송신신호 및 수신

신호가 전송장치를 각각 한번씩 통과하기 때문에 얻어지는 것이다. 만약 n번째 송신펄스 또는 수신 펄스만이 평가되

면, 송신 클록 및 수신 클록의 기초가 되는 클록 주기가 비교적 길어질 것이다. 카운터는 송신 펄스로 시작하고 수신 

펄스가 도달할 때까지 계수(count)한다. 결과는 계수 속도를 분해한 2진수로서, 예컨대 디스플레이되거나 또는 데이

터 처리장치에서의 또 다른 처리를 위하여 출력된다. 계수 속도를 적합하게 선택함으로써, 2진수는 예컨대 고정된 시

간 단위로 또는 라인 길이로서 출력될 수 있다.

본 발명에 의해, 측정이 짧은 간격(예컨대 50ms)으로 연속적으로 반복될 수 있다. 따라서, 예컨대 온도 변동에 의해 

야기되는 바와 같은 느린 전송시간 변동 뿐만 아니라 신속한 변동도 검출될 수 있고, 상기 변동의 인식은 특히 무선 

이동 장치의 사용시 특히 중요하다.

또한, 전송시간 측정의 초기화는 상위 스테이션으로부터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하위 스테이션으로부터도 다음과 같

은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즉, 스테이션이 예컨대 하나의 신호화 채널을 통한 특별한 메시지에 의해 측정을 요구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이와는 달리, 상위 스테이션이 전송시간 측정 결과를, 예컨대 제어 채널, 데이터 채

널 또는 신호화 채널을 이용해 하위 스테이션에 알릴 수 있다.

동기화 장치(8)는 하위 스테이션의 미리 주어진 지연시간이 세팅됨으로써, 하위 스테이션에서 일정한, 예컨대 표준값

에 상응하는 전송시간이 얻어지도록 구현될 수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상위 스테이션(2)과 하위 스테이션(3) 사이에 접속된 디지털 전송장치(1)의 신호 전송시간을 측정하기 위한 장치에 

있어서,

상기 상위 스테이션(2) 및 상기 하위 스테이션(3)은 클록 신호에 의해 클록되는 소정신호를 상기 전송장치(1)를 통해 

각각 반대편 스테이션(3, 2)으로 송신하기 위한 송신장치(12, 9), 및 상기 반대편 스테이션(3, 2)에 의해 클록되는 소

정신호를 수신하기 위한 수신장치(16, 5)를 각각 포함하며,

상기 수신장치(16, 5)는 상기 각각의 소정신호에 중첩된 클록신호를 분리하는 수단을 포함하며;

상기 상위 스테이션(2)에서는 송신하려는 소정신호(13)에 미리 주어진 클록신호(15)를 중첩한후 상기 하위 스테이션

(3)으로 전송하고,

상기 하위 스테이션(3)에서는 상기 수신장치(5)를 사용하여 상기 상위 스테이션(2)으로부터 전송된 상기 소정신호(1

3)로부터 상기 클록신호(7)를 분리하고 상기 분리된 클록신호(7)로부터 클록신호(7')를 유도한후, 상기 클록신호(7')

를 소정신호(10)에 중첩하여 상기 상위 스테이션(2)으로 전송하며;

상기 상위 스테이션(2)에 설치된 위상 비교장치(19)는 상기 주어진 클록신호 (15)와 상기 상위 스테이션(2)의 상기 

수신장치(16)로부터 분리된 클록신호(18)를 비교하며, 상기 클록신호(18)는 상기 하위 스테이션(3)으로부터 전송된 

상기 소정신호(10)로부터 분리되며,

산술연산장치(20)는 상기 위상 비교장치(19)의 비교결과로부터 신호 전송시간(26)을 계산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지털 전송장치의 신호 전송시간 측정장치.

청구항 2.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산술연산장치(20)는 상기 비교결과를 변환 계수로 웨이팅하며, 그것으로부터 레스지터(23, 24

)에 저장된 상기 상위 스테이션 및 하위 스테이션(2, 3)의 신호 전송시간을 감산하여 얻어진 차를 2로 나눔으로써, 상

기 전송장치(1)의 신호 전송시간이 얻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지털 전송장치의 신호 전송시간 측정장치.

청구항 3.
제 1항 또는 제 2항에 있어서, 상기 산술연산장치(20)는 상기 신호전송시간을 또 다른 변환 계수와 승산함으로써 대

응하는 라인 길이를 검출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지털 전송장치의 신호 전송시간 측정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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