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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세서

[발명의 명칭]

펄스 진폭 변조 모선의 디지탈 스위칭 시스템

[도면의 간단한 설명]

제1도는  다수의  완충  증폭기와  내부  모선(interbas)  스위치를  사용한  종래기술의  PAM(펄스  진폭 변
조)모선 스위칭 시스템의 계통도.

제2도는  디지탈  데이터  신호에  대한  균일한  슬라이싱(slicing)레벨이  이루어지도록  제1도의  스위칭 
시스템용의 수정된 완충 증폭기를 포함하는 본 발명의 회로도.

제3도는  제2도의  배열이  제1도의  시스템에  사용될  때  디지탈  데이터를  송신하기  위해  배당된  시간이 
슬로트 동안 생기는 파형을 도시한 도면.

*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20 : 합산모선                                    122 : 분배모선

213 : 신호 레벨 증폭기                         220 : 시간 슬롯트 스위치 제어회로

221 및 223 : 시간 슬롯트 스위치          226 : 차동 증폭기

230 : 저항기

[발명의 상세한 설명]

본  발명은  반복적인  시간  슬롯트  순서를  정하기  위한  클럭회로를  포함한  다수의  포오트, 포오트로부
터  신호샘플을  수신하기  위한  합산  모선,  및  상기  각각의  시간  슬롯트  동안  한  포오트에  신호 샘플
을 전달하기 위한 분배모선의 역할을 하는 PAM(펄스 진폭 변조)  모선 시간 분할 스위칭 시스템에 일
정한 슬라이싱 레벨을 설정하기 위한 배열에 관한 것이다.

공지된  종래  기술의  사설  교환기는  다수의  선과  중계선(trumk)  사이에  음성  주파수  접속부를 설정하
기  위해  PAM  모선  회로망을  사용한다.  PBX와  같이  설정될  수  있는  다른  형태의  접속  통로들은 미합
중국  특허  제3,934,091호에  기술되어  있다.  차동증폭  또는  이득  요소는  선-대-선,  선-대-중계선  및 
중계선-대-선  접속부에  존재한다.  음성  접속부가  동일한  선  캐리어내에  나타난  2개의  선들  사이에 
형성될  때(이  선들이  PAM  모선용의  동일한  선  합산  증폭기  입력에  의해  활성화되는  경우)  제공되는 
이득은  접속부가  상이한  선  캐리어내에  나타나는  2개의  선들  사이에  형성될때(이  선들이  선  합산 증
폭기의 분리된 입력에 의해 활성화되는 경우)제공된 이득과 약간 다르다.

이  종래기술의  시스템에서,  선과  중계선에  배당된  음성  포노트들은  나이퀴스트(Nyqaist)비의  거의 2
배,  즉  16.2KHZ에서  PAM  모선에  의해  샘플되므로,  이  포오트들이  종래의  나이퀴스트비에서  샘플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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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  필요했던  것보다  더  간단한  수동  휠터를  사용할  수가  있다.  이  샘플링  비는  1.2,  2.4,  4.8 
및  9.6키로보르의  종래의  데이터  변복조  장치(modem)송신비를  초과하기  때문에,  PAM  모선에  직접 
즉,  우선 음성 대역 반송파 신호를 변조하는 데이터 대열을 갖게 하고 그 다음 PAM  모선에 합선신호
를  인가시키기  위한  변복조  장치를  사용하지  않고,  디지탈  데이터  대역을  인가함으로써  그  자체가 
나타나게 할 수 있다.  변복조 장치는 디지탈 데이터 송신 통로가 PBX  이상으로 연장될 때 통상의 변
조,  파 정형 및 등화 처리를 실시하는 데,  필요하게 되나,  변복조 장치가 내부 PBX  호출시에 제거되
는 경우에 PBX  에서 필요로 하는 전체적인 변복조 장치의 수가 내부 PBX  데이터 전송이 전체 데이터 
전송으로 유지되는 비에 의해 감소될 수 있다.

디지탈  데이터  신호들이  수신되면,  수신된  신호  레벨이“1”이나“0”또는  다른  선정된  신호레벨에 
대응하는지를  결정해야  한다.  예를들어,  약간의  크기의  정전압이“1”을  나타내고  부전압이“0”을 
나타내면,  0전압레벨은  신호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결정하는  것의  기본이  되는  임계레벨  또는 “슬라
이싱”레벨로  된다.  그러나,  상술한  PAM  모선  시스템에서,  PAM  모선에  의해서  호출된  포오트  회로로 
전달된  DC  출력레벨은  특정한  셀(cell)상의  회로망을  통해  설정된  특정한  접속  통로에  따라  변하게 
된다.  이  DC  레벨의 변하는 아날로그 음성신호가 DC  성분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음성 접속부상의 
결과가 아니다.

PAM  모선  회로망내의  DC  오프셋트(offset)는  RAM  모선  시스템에서  사용한  각각의  완충  증폭기들이 
크로스어버  찌그러짐을  제거시키기  위해  계획적인  DC  편기(약  50mV)를  포함하기  때문에  나타난다. 
크로스오버  찌그러짐은  아날로그  증폭기가  정  및  부  입력신호들을  처리하기  위해  분리된  트랜지스터 
증폭기단들을  사용할  때  생기게  된다.  입력신호가  극성이  변하게  되면,  한  증폭기단으로  부터  다른 
증폭기단으로  변환  하게  된다.  이  변환이  단들을  불확실하게  동작시키는  매우  낮은  신호레벨에서 생
기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한  증폭기셋트가  극성에  관계없이  모든  저레벨  신호를  처리하도록 계획적
인 DC 오프셋트가 사용된다.

공칭  DC  오프셋트  레벨은  음성  전달시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합산  증폭기  장치들이  상이한 결
합에  의해서  나타난  공칭레벨의  정상적인  변화로  최종적인  전압  출력레벨이  정확하게  예상될  수 없
게  된다.  완충증폭기를  각각  포함하는  부수적인  스위칭  단들이  더  많은  수의선과  중계선을 제공하도
록  상기에  언급한  형태의  스위칭  시스템에  가산되면,  초기  소오스  포오트로부터  최종  목적지 포오트
까지의  각각의  음성  접속부상의  이득(  및  출력레벨)은  접속부에  포함된  합산회로의  수에  따라 변하
게  된다.  PAM  모선  회로망은  통해  설정된  각각의  호출은  DC  오프셋트를  갖고  있는  다수의 연산증폭
기를  횡단하기  때문에,  스위칭  회로망의  출력  분배모선에서의  순수  DC  오프셋트  값은  각각의  호출에 
대해  정확하게  예상될  수  없다.  따라서,  종래의  기술에서는  출력  분배모선상의  디지탈  샘플을 정확
하게 슬라이스 할 수가 없다.

이  문제는  배열이  각각의  시간  슬로트의  선정된  앞부분  동안  합산모선을  기준  전위에  클램핑시키기 
위한  클램퍼,  각각의  시산  슬롯트의  앞부분  동안  분배모선상에  나타나는  전압을  측정하기  위한 제1
회로,  분배  모선에  접속된  입력을  갖고  있는  차동  슬라이싱회로,  및  각각의  시간  슬롯트의  나머지 
부분동안  차동  슬라이싱  회로의  스라이싱  레벨을  조정하기  위해  제1회로에  의해  제어된  제2회로를 
포함하는 본 발명에 따라서 해결된다.

균일한  DC슬라이싱  레벨은  각각의  시간  슬롯트의  선정된  앞부분  동안  PAM  모선에  합산  입력을 클램
핑시키고  PAM  모선으로부터  분배  출력상에  나타나는  전압을  측정함으로써  설정될  수  있다.  이 측정
은  시간  슬롯트  동안  호출을  설정한  특정한  접속부상에  나타나는  실제  DC  오프셋트이다.  시간 슬롯
트이  실제  기간동안,  실제  데이터  신호가  PAM  모선의  합산입력으로  인가되면,  시간  슬롯트이  앞부분 
동안  결정된  DC  오프셋트  레벨은  PAM모선의  분배출력에  관련된  보상호로로  인가된다.  그러므므 디지
탈  데이터  신호의  DC  기준레벨은  일정하게  되고  예상할  수  있으며  설정된  특정한  접속  통로와는 무
관하게  된다.  이롭게도  이렇게  사용한  시간  슬롯트이  앞부분은  시간  슬롯트의  실제부분  앞에  있는 
정상적인 안내기간 부분을 포함한다.

이제부터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의  상술한  목적  및  그외의  다른  목적과  특징에  대해서 상
세하게 기술하겠다.

제1도는  펄스  진폭  변조(PAM)  모선과  5개  레벨의  합산,  완충  및  분배  증폭기를  사용하는  종래 기술
의  스위칭  시스템을  도시한  것이다.  이  스위칭  시스템은  다수의  전화기선,  중계선  및 링크(link)사
이에  국부적인  아날로그  음성  접속부를  설정할  수  있게  한다.  아날로그  전화기  셋트(104)와  같은 전
화기  셋트는  PBX  스위칭  장비의  선  포오트  캐리어(106)내에  장찬된  각각의  아날로그  선  포으트에 의
해  제공된다.  포오트(108)과  같은  각각의  아날로그선  포오트는  선포오트  캐리어를  제공하는  합산  및 
분배모선(120,122)에  유용한  특정한  1/64시간  슬롯트  동안  송신  시간  슬롯트  스위치(116)과 수신기
간  슬롯트  스위치(177)을  동작시키는  비티를  축적하도록  중앙처리기(도시하지  않음)에  의해 지지될
수  있는  128비트를  축적하도록  중앙처리기(도시하지  않음)에  의해  지시될  수  있는  128비트 재순환전
이 레지스터(119)를 갖고 있다. 시간 슬롯트는 약 1동안 계속된다.

각각의  아날로그  선  포오트(108)은  미합중국  특허  제3,934,099호에  도시된  것과  같은 접속회로(10
0)과  능동  하이브리드  배열을  포함한다.  능동  하이브리드는  송신단과  수신단을  갖고  있다.  송신단은 
연산  증폭기(112),  출력  샘플  캐패시터(114),  및  송신시간  슬로트  스위치(116)을  포함한다. 수신단
은 수신기간 슬롯트 스위치(117)은 수신 샘플 캐패시터(115) 및 수신 연산 증폭기(113)을 포함한다.

아날로그  선  포오트(108)에  배당된  시간  슬롯트  동안  재순환  전이  레지스터(119)는  동시에  송신시간 
슬롯트  스위치(116)과  수신  시간  슬롯트  스취치(117)을  모두  작동시킨다.  시간  슬롯트는  16.2KHZ 비
로  재생된다.  송신시간  슬롯트  스위치(116)이  폐쇄되면,  출력  샘플  캐패시터(114)상의  전압은  합산 
저항기(118)을  통해  합산모선(12)으로  전달된다.  수신시간  슬롯트  스취치(117)이  폐쇄되면,  분배 모
선(122)상의  전압은  입력  샘플  캐패시터(115)로  인가된다.  캐패시터(115)상의  전압은  증폭기(113)에 
의해  접속회로(110)을  통해팁(tip)  및  링 도체(T1,R1 )으로  이송되고,  팁  및  링  도체상의  신호는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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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로(110)과 증폭기(112)를 통해 캐패시터 캐패시터(114)로 이송된다.

다른  선  포오트  캐리어(107)은  64개의  시간  슬롯트로  된  상이한  그룹에  호출된다.  예를들어,  선 포
오트  캐리어(106)은  통상적으로  캐리어  합산증폭기(124),  모선  발송  스위치(128b), 그룹합산증폭기
(132),  중앙  완충  증폭기(146),  그룹  분배  증폭기(152),  스위치(156b)  및  캐리어  분배 증폭기(162)
를  포함한  통로위의  모선(0)의  64개의  시간  슬롯트에  호출된다.  분배  모선  0의  모든  시간 슬롯트들
이  통화중이면,  입력  포오트  캐리어(106)은  내부  모듈  모선(126),  모선  발송  스위치(131a), 그룹합
산증폭기(133),  중앙  완충  증폭기(143),  그룹  분배  증폭기(153),  스위치(157b)  및  캐리어  분배 증폭
기(163)을  포함하는  통로를  통해  모선(1)의  64시간  슬롯트에  호출된다.  선  포오트  캐리어(107)은 모
선(1)  시간  슬롯트에  호출되고,  선택적으로  내부  모듈  모선(27)과  모선  발송  스위치(128a)를  통해 
모선(0)의  64시간  슬롯트  셋트에  호출된다.  128시간  슬롯트이  중첩  그룹에  호출되는  선,  링크  및 중
개선 포오트 캐리어 그룹은 모듈을 호출한다.

선  포오트 캐리어(106과  107)에  의해 발생된 호출의 몇  퍼센트는 내부 모듈 호출로 된다.  이 호출들
은  분배모선(0)에  관련된  중앙  완충  증폭기(146)을  포함하는  통로위나  분배모선(1)에  관련된  중앙 
완충  증폭기(143)을  통해  완전해진다.  모듈로  부터의  출력호출들은  통상적으로  중앙  중계선 증폭기
(144)나  (147)을  포함하는  통로위에서  완전해질  수  있다.  그러나,  중앙  증폭기(144)나  (147)에 관련
된  그룹내의  모든  중계선들이  통화중이면,  중앙  링크  증폭기(142)나  (145)를  통해  다른 모듈(도시하
지  않음)을  제공하는  중계선  그룹(도시하지  않음)에  링크  통로가  설정될  수  있다.  호출의  1/m 퍼센

트가  주어진  모듈내에서  처리될  수  있으면,  호출의  퍼센트가  제2모듈을  사용함으로써 만들어
진 링크 접속부를 포함하게 된다.

이러한 전달 통로들은 5개의 상이한 증폭기 단을 횡단하도록 설정될 수  있고 상이한 내부 모듈 스위
치  셋트위로  이송될  수  있다.  예를들어,  아날로그  전화기  셌트(104)의  팁  및  링  도체  Tn,Rn으로 부
터  아날로그  전화기  셋트(105)까지의  접속부는  셋트(104)를  제공하는  선  포오트[도시하지  않았으나 
아날로그  선  포오트  (103)과  비슷함]로  부터  합산  모선(120)으로  이송될  수  있고,  그  다음  선 캐리
어  합산  증폭기(124),  선  그룹  합산  증폭기(132),  중앙  완충  증폭기(146),  선  그룹  분산 증폭기
(152),  내부  모듈  모선(154),  모선  발송  스위치(157a),  선  캐리어  분배  증폭기(163)  및  분배 모선
(123)에  의해서  전화기  셋트(105)를  제공하는  선  포오트[도시하지  않았으나  아날로그  선 포오트
(108)과  비슷함]로  이송될  수  있다.  선택적으로,  접속부는  합산  모선(12),  합상  증폭기(124),내부 
모듈  모선(126),  스위치(131a),증폭기(133,143,13),  스위치(157b),  증폭기(163)  및  분배모선(123)을 
통해  만들어진다.  상기에  언급한  통로들은  각각  상이한  DC  오프셋트를  나타낸다.  합산,  완충  및 분
배  증폭기들은  각각  전형적으로  10V/μsec의  회전비와  50mV의  DC  오프셋트를  나타낸다.  포오트  시간 
슬롯트  스위치(16,17)과  발송  스위치(128a,b  ;  131a,b  ;  15a,b   및  157a,b)는  각각  25mV의  공칭  DC 
오프셋트를 나타낸다. 합산모선(120,121)은 0.3dB 압축으로 0.5V, 즉 팁 및 링 도체(T,R)에서 
+10dBm의 등가에 대응하는 5V의 최대 아날로그 신호 진폭을 처리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아날로그  음성  접속부가  형성되는  한,  상이한  오프셋트는  주목할  만한  효과를  갖지  않는다.  디지탈 
데이터가  스우치  되더라도,  중간  DC  오프셋트  레벨은  아날로그  변복조  장치가  사용되는  한  결과로 
되지  않는다.  아날로그  변복조  장치는  디지탈  데이터  대열을  정형시키고  그  다음  공칭  3KHZ 음성주
파수 대역내에 최종 신호를 배치시키도록 반송파를 변조시킨다.

상이한  접속  통로가  PAM모선  회로망을  통해  설정될  때  생기는  DC  오프셋트  전압을  상히하게 축적하
는  것  이외에도,  상기한  진폭기  이득이  상이한  형태의  접속부에  전달  가능하게  사용된다.  이  상이한 
이득들은  다양한  형태의  아날로그  접속부용의  삽입접속  손실  표준에  의해  제공된다.  예를들어, PBX
내의  선-대-선  접속부와  PBX의  외부로  나가는  선-데-선  접촉부  사이에  손실  콘트라스트를  제공하기 
위해서,  선-대-선  접속부상의  송신  손실이  5dB가  셋트되고,  선-대-중계선들은  0dB의  송신  손실을 갖
는다.  도신한  장치에서,  선-대-중계선  접속부의  경우에  PAM  분배  모선상의  피이트  신호  전압레벨은 
약  935mV이고,  중계  선-대-선   접속부의  경우에는  약  1212mV이며  선-대-선  접속부의  경우에는  단지 
752mV이다.  그러므로  0전압  기준을  갖고  비변조  디지탈  데이터  신호가  PAM  모선  회로망을  통해 스위
치되려고  하면,  축적된  DC  오프셋트는  상이한  종류의  접속부의  상이한  증폭기  이득에  의해  지시된 
상이한 피이크 신호 레벨의 상당한 부분으로 될 수 있다. 

제2도는  제1도의  회로를  수정한  것으로,  슬라이싱  임계값의  불확실성을  극복하기  위한  디지탈 데이
터  포오트  배열을  도시한  것이다.  디지탈  데이터  포오트(208)은  제1도의  선  포오트  캐리어(106)과 
같은 선  포오트 캐리어나 한  중계선 포오트 캐리어에 사용될 수  있다.  선  포오트 캐리어내에 삽입되
면,  종래의  48V  밧데리가  후면핀  접속  통로(2LP)를  통해  포오트(208)에  인가되고,  중계선  포오트 캐
리어속에  삽입되면,  48V  밧데리는  통로(2TP)를  통해  인가된다.  후자의  경우에,  계전기(2T)가 동작하
여, 이것을 접점(2T-1)과 (2T-2)를 폐쇄시키는데. 이것의 목적에 대해서는 다음에 기술하겠다.

디지탈  데이타  포오트(208)이  좌측에  도시된  데이터  단자(100)에  관련된  선을  제공한다고  가정하면, 
데이터  단자(100)은  접속  수신기/송신기  회로(202,210)을  통해4-선 통로(T1,R 1  및 T2,R2 )를  지나 디지

탈 데이터 포오트(108)에 접속된다. 접속회로(202)는 물리적으로 데이터 단자(100)에 인접 
배치되고,  간단히  단자(100)으로  부터의  논리  레벨  데이터  대열을 도체(T1,R1 )을  통해  송신하기  위해 

바이폴로  신호로  변환시키고 도체(T2,R2 )를  통해  수신된  바이폴라  신호들은  단자(100)에  전달하기 위

해  논리  레벨  신호로  변환시킨다.  접속회로(202)는  이롭게도  음성  대역  반송파를  변조시키기  위해 
데이터  신호를  만드는  장치를  포함할  필요가  없다.  접속회로(210)은  물리적으로  PBX  스위칭  장비에 
인접  배치되고  대응하는  바이폴로  신호를  논리  레벨  신호로  변환시킨다.  접속회로(210)은 도체

(T1,R1 )을  통해  단자(100)으로  부터  수신된  디지탈  데이터  대열에  따라서  스위치(211)의  개폐를 제어

하기도 한다. 스위치(211)은 송신 연산 증폭기(212)의 반전 입력에 연결된다.

디지탈  데이터  포오트(208)은  제1도의  아날로그  포오트의  송신  및  수신  연산  증폭기(112,113)과 동
일한  형태로  합상  및  분배  모선(120,122)에  관련해서  배치된  송신  및  수신  연산  증폭기(212,213)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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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한다.  그러므로,  송신  연산  증폭기(212)의  출력은  출력  샘플  캐패시터(114),  송신  시간  슬롯트 
스위치(116')  및  합산  저항기(218)을  포함한  통로를  거쳐  합산  모선(120)에  접속된다.  시간슬롯트 
스위치(116')는  폐쇄되어  캐패시터(114)상에  전압을  인가시키어  합산  모선(120)에  인가시킨다.  수신 
시간  슬롯트스위치(117')는  분배모선(122)상에  전압을  인가시키어  수신  증폭기(213)의  비반전 입력
에  있는  입력  샘플  캐패시터(115)에  인가시킨다.  스위치(116'와  117')은  제1도의  다시(')지가  붙지 
않은  동일한  기준번호로  표시된  스위치들에  대응하는  모선(120과  122)위의  위치에  있다.  출력  샘플 
캐패시터(114),  출력  합산  저항기(218)  및  입력  샘플  캐패시터(115)는  제1도의  대응번호가  붙은 장
치의 위치와 비슷한 위치에 있다.

간단히  말하자면,  제1도의  종래  기술에서  ,스위치(116과  117)은  둘다  시간  슬롯트  기간의  모든 실제
기간동안  패쇄되었다.  제3도의  파형(A)에  도시된  바와  같이,  종래  기술  시스템의  시간  슬롯트는 3개
의  기간,  즉  스위치(116과  117)이  모두  폐쇄될때의  실제  기간과,  실제  기간  앞뒤의  안내기간으로 나
누어진다  예를들어,  625n  Sec동안  지속되는  실제기간은  200n  Sec의  예비  안내기간  다음에  오게되고 
이 실제기간 다음에는 175n Sec의 안내 기간이 뒤따르게 된다. 그러나, 본 발명의 한 형태에 
따르면,  파형(E)와  (C)에  도시한  바와같이  개폐되는  새로운  스위치(221과  223)이  제공된다.  이 새로
운 스위치들의 목적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하겠다.

단자(100)으로부터  수신된  디지탈  데이터  대열을  단계적으로  개폐시키는  스위치(211)은  정전압 기준

원VR
+
와  동일한  크기의  부극성 기준원VR

-
사이에  놓인  전위분배기(204,205,206)에  접속된다.  전압 분배

기(204,205,206)와  스위치(211)은  증폭기(212)에  반전입력에  신호를  인가시키므로  증폭기(212)는 증
폭기(211)이  패쇄될때(데이타'1')인가된  전압과  크기는  같게  되고  극성이  반대로  되는 개방될때에
(데이타'0')  합산  모선(120)에  전압을  인가하게  된다.  이  상태는  합산  모선(120)상에  대칭 데이터
 '아이(eye)'를  설정한다.  대칭  데이터  아이를  설정하기  위해서,  전압  분배기 저항기(204,205,206)

과 궤환 저항기(215)의 값은 다음의 방정식에 따라 서로 관련된다.

여기서 R204 는  저항기(204)의 R2v 旣 기(205)의  저항성 R206 은  저항기(206)의  저항성, R215 은 저항기

(215)의 저항성 VC1은 캐패시터(114)상의 피이크 신호 전압 VR은 기준 전압 VR의 절대크기.

스위치(211)이 폐쇄되면(논리'1'),

그러므로

스위치(211)이 개반되면(논리'0'),

상기식을 치환해서 VR로 양측을 나누면 다음과 같이 된다.

증폭기(212)는  스위치(211)이  폐쇄될  때  캐패시터(114)에 +V c1  V전압을  인가시키고,  스위치(211)이 

시간  슬롯트  스위치  제어회로(220)에  의해서  개방될  때 -V c1  V전압을  인가시킨다. Vc1 의  크기는 0dBm

의  등가신호레벨이  포오트회로(208)에  대응하고  데이터  접속부의  호출된  단부에  배치되면 단자(10
0)에  의해  송신된  분배  모선(122)로부터  데이터  신호를  수신하는  원격  포오트  회로(도시하지 않음)
이  팁  및  링  도체에  나타나도록  된다.  합산  모선(120)상에  나타난  대칭  데이터  아이는  RAM회로망의 
증폭기와  스위치들이  DC효과를  나타내지  않을  경우  점으로  도시한  합성  증폭기  기호(124  내지 162)
로  표시된  제1도의  RAM모선  스위치이  회로망에  의해  분배  모선(122)로  이송된다.  이  증폭기와 스위
치들은  주어진  접속부상에서  사용되는  실제  증폭기와  스위치에  따라  상이한  방법으로  축적하는 DC효
과를  나타내기  때문에,  시스템  데이터  아이가  모선(122)로  부터  재생될  수  있도록  DC오프셋트를 보
상시켜야 한다.

제3도의  파형(A)는  합산모선(120)에서  생기는  대칭  데이터  아이를  도시한  것으로,  레벨(305)는 
논리'1'의  송신에  대응하고  레벨(306)은  논리  '0'의  송신에  대응한다.  파형(B)는  전체적인 듀플렉스
(duplex)상태하여  분배  모선(122)상에  생기는  데이터  아이를  도시한  것이다.  레벨(309)는  데이터 접
속부의  각각의  단부에  있는  포오트  회로가  논리  '0'신호를  송실할  때  생긴다.  레벨(300)은  한  개의 
포오트 회로가 논리 '1'신호를 송신하고 다른 포오트회로가 논리'0'회로를 송신할 때 생긴다.

상이한  접속통로[점으로  표시한  증폭기  124  내지  162로  표시됨]  상의  합산  모선(120)과 분배모선
(122)사이에  마주치는  증폭기와  스위치의  변화특성에  의해  생긴  축적된  전압  오프셋트를  보상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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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서,  시간  슬롯트  스위치  제어회로(22)은  제3도의  파형(F)와  (D)에  도시한  바와  같이  제어  출력 
및  입력  시간  슬롯트스위치(116')와  (117')이외에도,  2개의  부수적인  시간  슬롯트스위치(221과 22
3)도  제어된다.  시간  슬롯트스위치(3221)은  제3도의  파형  (E)에  도시한  바와  같이  정상적인  안내 기
간의  제1부분동안  가장  먼저  폐쇄된다.  이  '앞  부분'기간동안,  출력시간  슬롯트스위치(116')는 파형
(F)에  도시한  바와  같이  아직  폐쇄되지  않는다.  스위치(221)이  폐쇄되면,  합산  모선(120)은 저항기
(222)를  통해  표준기준(접지)에  접속된다.  이  앞  부분  기간동안,  DC오프셋트는  증폭기  및 스위치
(124  내지  162)에  의해  축적되더라도,  PAM모서  시스템상에서  뽑은  잡음과  함께,  합산  모선(122)상에 
나타낸다.

시간  슬롯트스위치(223)은  대부분동안  폐쇄되나  이롭게도  스위치(221)이  폐쇄되는  앞부분기간에는 
폐쇄되지  않는다.  스위치(223)이  폐쇄되면  이  기간동안,  분배  모선(122)상에  나타나는  축적된 오프
셋트  전압(  및  잡음  전압)은  차동증폭기(226)의  비반전  입력에  있는 캐패시터(C3 )으로  인가된다. 스

위치(223)이  개반되면,  스위치(117')는  폐쇄되나  스위치(221)은  작동기간이  시작될때까지  짧게 폐쇄
된다.  그  다음  스위치(116'와  117')은  이2개가  정상적인  다음의  안내기간동안  개발될  때  정상적인 
작동기간동안 폐쇄된다.

보상  증폭기(226)의  출력에서의  전압은  저항기(230)을  통해  수신  연산  증폭기(213)의  반전  입력으로 
전달된다.  이렇게  전달된  전압레벨은  신호  레벨  증폭기(213)이  이것의  비반전  입력에  인가된  신호로 
인해  이것의  출력에서  다르게  나타나더라도  증폭기(213)에  의해  추출된다.  증폭기(213)의  비반전 입
력에  인가된  신호는  통상적으로  3개의  성분,  즉,  디지탈  접속부의  원격단부(도시하지  않음)로  부터 
분배  모선(122)상으로  들어오는  바람직한  신호,  축적된  DC오프셋트,  및  아날로그  언어가  이송될  때 
바람직하고 디지탈 신호가 나타날 때 바람직하지 않게 되는 '축-음성(side-tone)'성분으로 
구성된다. 디지탈 축-음성을 제거시키는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하겠다.

스위치(223)이  제3도의  파형(C)에  도시한  바와  같이  개방되면,  축적된  DC오프셋트  전압은 캐패시터
(C3 )상에  유지된다.  증폭기(226)은  시간  슬롯트의  나머지  기간동안  증폭기(223)의  반전  입력에  이 

오프셋트전압을  계속  인가시킨다.  스위치(117')가  시간슬롯트의  실제기간동안  폐쇄되면,  분배 모선
(122)로  부터의  입력디지탈  신호는  증폭기(213)의  비반전  입력에  있는 캐패시터(C2 )로  인가된다. 캐

패시터 (C2 )에  인가된  전압은  바랍직한  디지탈  신호뿐만  아닌  축적된  DC오프셋트  및  잡음,  및 축-음

성  성분을  포함한다.  DC오프셋트는  앞부분기간동안 캐패시터(C3 )상에서  미리  확인되었고  시간 슬롯

트의  나머지  기간동안  증폭기(226)에  의해  증폭기(213)의  반전  입력에  계속  인가되기  때문에, 증폭
기(213)은  이것의  출력에서,  DC오프셋트가  없는  디지탈  신호를  발생시키고  잡음  성분은 스위치(22
3)이 폐쇄된 동안 캐패시터(C3)상에 축적된다.

증폭기(112와  113)을  포함하는  종래기술의  하이브리드에서는,  분배  모선으로부터  발신기로  귀환되는 
대화자  언어  샘플의  축-음성  성분은  모두  추출하기  위해  수신  증폭기(113)의  반전  입력과 송신증폭
기(112)의  출력사이에  저항  통로가  갖추어져  있다.  제2도에서,  송신  증폭기(212)의  출력으로  부터 
수신  증폭기(213)의  반전입력까지의  저항통로는  분배  모선(122)로부터  발신기로  귀환되는  발신기의 
신호레벨을  추출하도록  [스위치(2T-1)이  개방된  경우에]  저항기(216)에  의해  제공된다.  축-음성 성
분은  데이터  접속부에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저항기(214와  216)은  이롭게도  증폭기(213)의 반전이득
을 조정한다.

축적된  오프셋트를  삭제하기  위해서,  모선(122)로부터  교차점(223)과  보상  증폭기(226)의  정입력을 
통해  증폭기(213)의  출력까지의  전압  이득은  모선(122)로부터  교차점(117')를  통해  증폭기(213)의 
출력까지의 이득을 오프셋트시켜야 한다. 따라서, 스위치(2T-1)과 (2T-2)가 개방되면,

스위치(2T-1)과 (2T-2)가 폐쇄되면,

또한,  지점(A)로부터  R(216)을  통해  증폭기(213)의  반전입력이  삽입된  디지탈  '축-음성'에  대해 증
폭기(213)의  출력에  제공된  이득은  지점(A)로부터  PAM모선  증폭기(124  내지  162)를  통해 증폭기
(213)의 비반전 입력까지의 이득과 같아야 한다. 따라서, 스위치(2T-2)가 개방되면,

그리고 스위치(2T-2)가 폐쇄되면,

여기서 GAB는 지점(A)로부터 증폭기(124 내지 162)를 통해 지점(B)까지의 전압이득이다.

계전기(2T)가  작동되면,  이것의  접점(2T-1)은  증폭기9213)의  이득을  증가시키도록  저항기(213)과 직
렬로  되고  저항기(216)과  병렬로  된다.  이것은  중앙  중계선증폭기(144)내의  이득이  중앙선 증폭기
(146)의  이득보다  더  높은  값으로  관례대로  셋트되기  때문에  중계선이  접속부내에  포함될  때  GAB가 
더  높게  되기  때문에  필요하다.  대응해서,  계전기(2T)가  작동되면,  이것의  접점(2T-2)는 증폭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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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6)의 이득을 증가시키도록 저항기(229)와 직렬로 되고 저항기(225)와 병렬로 된다.

지금까지  본  발명의  한  실시예에  대해서  기술하였으나,  본  분야에  숙련된  기술자들은  본  발명의 원
리와 배경을 벗어나지 않고도 본 발명을 여러 가지로 수정 및 변경할 수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다수의  포오트를  제공하는  PAM모선  시간  분할스위칭  시스템내에  일정한  슬라이싱  레벨을  설정하기 
위하여,  반복적인  시간  슬롯트순서를  정하기  위한  클럭회로,  포오트로부터  신호  샘플을  수신하기 위
한 합산모서,  및  각각의 시간 슬롯트 기간동안 한  포오트에 신호 샘플을 전달하기 위한 분배 모선을 
포함하는  배열에  있어서,  각각의  시간  슬롯트의  선정된  앞부분동안  합산  모선(20)을  기준전위에 클
램핑시키기  위한  클램프(220,221),  각각의  시간  슬롯트의  앞부분동안  분배  모선(122)상에  나타나는 
전압을  측정하기  위한 제1회로(223,C3 ,226),  분배  모선에  접속된  입력을  갖고  있는  차동  슬라이싱 

회로(213),  및  각각의  시간  슬롯트의  나머지  기간동안  차동  슬라이싱  회로(213)의  슬라이싱  레벨을 
조정하기  위해  제1회로에  의해  제어된  제2회로(230)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펄스  진폭변조 
모선의 디지탈 스위칭 시스템.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샘플  및  유지 회로(C3 )을  포함하는  측정용  제1회로와,  분배  모선(122)와  차동 슬라

이싱  회로(213)의  반전  입력  사이에  샘플  및 유지회로(C3 )을  접속시키기  위한  보상  시간슬롯트 스위

치(223)을 특징으로 하는 펄스진폭 변조모선의 디지탈 스위칭 시스템.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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