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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이동통신 기지국 시스템

요약

본 발명은 이동통신 단말기와 RF(Radio Frequency) 신호를 무선 송수신하는 원격의 RF 장치를 기지국으로부터 원격 설
치하고 기지국과 원격의 RF 장치 사이에 고품질의 신호를 저렴하고 용이하게 설치 가능한 선로를 통해 전송할 수 있는 이
동통신 기지국 시스템을 제공한다. 이를 위한 본 발명의 이동통신 기지국 시스템은 DMU(Digital MODEM Unit)와 적어도
하나의 RRU(Remote RF(Radio Frequency) Unit) 허브장치를 트위스티드 페어 케이블을 사용하는 이더넷으로 서로 연결
하고, RRU 허브장치에는 다수의 RRU(Remote RF Unit)를 트위스티드 페어 케이블을 사용하는 이더넷으로 연결한다. 상
기 DMU는 BSC(Base Station Controller)로부터 이동통신 단말기로 전송할 신호를 수신하며, 수신된 신호를 이더넷의 규
정된 데이터 포맷과는 다르게 미리 정해진 RRU 프레임이 있는 전송 프레임 포맷에 따라 프레이밍하며, 다수의 RRU 프레
임들을 트위스티드 페어 케이블을 사용하는 상기 이더넷을 통해 직렬로 송신한다. 상기 적어도 하나의 RRU 허브장치는
DMU에 의해 송신되는 RRU 프레임들을 수신하며, 수신된 RRU 프레임들을 트위스티드 페어 케이블을 사용하는 상기 이
더넷을 통해 다수의 RRU에 분배한다. 상기 다수의 RRU는 RRU 허브장치로부터 수신되는 RRU 프레임들을 디프레이밍하
고 디프레이밍된 신호를 RF 신호로 변조하여 이동통신 단말기로 송신한다.

대표도

도 1

색인어

이동통신 기지국, 중계기, 이더넷, LAN(Local Area Network).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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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이동통신 기지국 시스템의 블록구성도,

도 2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프레임 포맷 예시도,

도 3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DMU의 블록구성도,

도 4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RRU 허브장치의 블록구성도,

도 5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RRU 중계기의 블록구성도,

도 6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RRU의 블록구성도.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이동통신 시스템에 관한 것으로, 특히 이동통신 기지국 시스템에 관한 것이다.

통상적으로 셀룰러(cellular) 이동통신 시스템은 사용자 정보의 신호를 송,수신하는 다수의 이동통신 단말기와, 이 다수의
이동통신 단말기의 송,수신 신호를 적절한 처리 과정을 거쳐 중계하는 기지국 장치인 BTS(Base Transceiver Station)와,
다수의 BTS를 제어하는 기지국 제어장치인 BSC(Base Station Controller)와, BSC에 연결되어 이동통신망을 구성하는
이동교환국인 MSC(Mobile Switching Center) 등으로 구성된다. 이러한 셀룰러 이동통신 시스템에서는 다수의 기지국을
주로 옥외에 설치하고 각 기지국별로 서비스 영역, 즉 커버리지(coverage)를 설정하여 음성 위주의 서비스를 사용자들에
게 제공해 주고 있다. 기지국은 옥내에 설치되는 경우도 있으며, 사용자들에게 음성뿐만 아니라 데이터 서비스도 제공한
다.

한편 이동통신에 있어서 건물 지하나 철골 구조물내에서 나타나는 전파 음영을 해소하거나 특정 지역의 커버리지를 확장
하기 위하여 중계기 시스템이 사용된다. 중계기 시스템은 다수의 전파 중계기 장치를 광 선로나 동축케이블을 사용하여 기
지국 시스템과 연결하여 기지국 시스템과 이동통신 단말기간에 송수신되는 신호를 중계하는 시스템이다. 이처럼 광 선로
나 동축케이블을 사용하는 중계기 시스템의 특징은 선로상의 손실이 적고 잡음에 강한 특징이 있기 때문에 고품질의 신호
를 송수신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광 선로나 동축케이블은 물론이고 관련 장치가 고가일 뿐만아니라 설치가 어렵
고 많은 비용이 들게 되므로 전체 기지국 시스템의 설치, 유지 및 관리 비용이 많이 들게 되는 문제점이 있었다. 또한 종래
에 사용되어 왔었던 중계기 시스템은 단순히 커버리지만 확장하는 기능만을 수행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중계기 시스템을
사용하여 무선 채널 용량을 확장할 수 없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따라서 본 발명의 목적은 이동통신 단말기와 RF(Radio Frequency) 신호를 무선 송수신하는 원격의 RF 장치를 기지국으
로부터 원격 설치하고 기지국과 원격의 RF 장치 사이에 고품질의 신호를 저렴하고 용이하게 설치 가능한 선로를 통해 전
송할 수 있는 이동통신 기지국 시스템을 제공함에 있다.

본 발명의 다른 목적은 커버리지뿐만 아니라 무선 채널 용량을 유연하게 확장할 수 있는 이동통신 기지국 시스템을 제공함
에 있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상술한 목적들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의 이동통신 기지국 시스템은, DMU(Digital MODEM Unit)와 적어도 하나 이상의
RRU(Remote RF Unit) 허브(hub)장치를 트위스티드 페어 케이블(twisted pair cable)을 사용하는 이더넷(Ethernet)으로
서로 연결하고, RRU 허브장치에는 다수의 RRU(Remote RF Unit)를 트위스티드 페어 케이블을 사용하는 이더넷으로 연
결한다. 상기 DMU는, 이동통신 교환망에 연결되는 BSC(Base Station Controller)로부터 이동통신 단말기로 전송할 신호
를 수신하고 미리 정해진 RRU 프레임(frame)들이 연속되어지게 규정된 전송 프레임 포맷(format)에 따라 프레이밍
(framing)하여 RRU 프레임의 신호를 RRU허브장치로 송신하며, RRU허브장치로부터 수신되는 RRU 프레임의 신호를 상
기한 전송 프레임 포맷에 따라 디프레이밍(deframing)하여 BSC로 송신한다. 상기 RRU 허브장치는, DMU로부터 RRU 프
레임의 신호를 수신하여 다수의 RRU에 분배하고, 다수의 RRU로부터 수신하는 RRU 프레임의 신호를 다중화하여 DMU로
송신한다. 상기 RRU는, RRU 허브장치로부터 수신되는 RRU 프레임의 신호를 상기한 전송 프레임 포맷에 따라 디프레이
밍한 후 RF 신호로 변조하여 이동통신 단말기로 무선 송신하고, 이동통신 단말기로부터 무선 수신되는 RF 신호를 복조한
후 상기한 전송 프레임 포맷에 따라 프레이밍하여 RRU 프레임의 신호를 RRU 허브장치로 송신한다.

또한 본 발명의 이동통신 기지국 시스템은, RRU 허브장치와 RRU 사이의 거리를 연장하기 위해, RRU 허브장치와 RRU에
사이에 트위스티드 페어 케이블을 사용하는 이더넷 선로에 의해 연결되어, RRU 허브장치와 RRU 간에 전송되는 RRU 프
레임의 신호를 복원 및 파형 정형하고 증폭하는 RRU 중계기(repeater)를 더 구비한다. 이러한 RRU중계기는 RRU 허브장
치와 RRU 사이의 연결 거리가 짧아 신호 증폭이 필요치 않을 경우에는 사용하지 않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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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들을 첨부한 도면을 참조하여 상세히 설명한다. 하기 설명에서 본 발명의 요지를 불필요하
게 흐릴 수 있는 공지 기능 및 구성에 대하여는 상세한 설명을 생략한다.

도 1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이동통신 기지국 시스템의 블록구성도를 보인 것으로, 이동통신 교환망에 연결되는 통상
적인 BSC(100)에 DMU(102)를 연결하고, DMU(102)와 다수의 RRU허브장치(104)를 트위스티드 페어 케이블을 사용하
는 이더넷으로 서로 연결되며, 다수의 RRU 허브장치(104) 각각에는 이동통신 단말기(110)와 RF 신호를 무선 송수신하는
다수의 RRU(108)를 다수의 RRU 중계기(106) 중에 각각 대응하는 RRU중계기를 통해 트위스티드 페어 케이블을 사용하
는 이더넷으로 연결하여 구성한 것이다. 여기서 다수의 RRU 허브장치(104)에는 서로 다른 그룹(group)의 다수의
RRU(108)가 RRU중계기(106)를 통해 각각 연결되지만, 편의상 하나의 RRU 허브장치(104)에만 연결되는 상태를 도시하
였고, 나머지 RRU허브장치(104)에 연결되는 RRU 중계기나 RRU에 대하여는 도시하지 않고 생략하였다.

이처럼 이더넷을 채용함으로써 고품질로 신호를 전송할 수 있게 되면서도 광 선로나 동축 케이블을 사용하지 않는 대신에
트위스티드 페어 케이블을 사용함으로써 광 선로나 동축 케이블을 사용하는 중계기 시스템에 비해 설치가 용이하고 가격
이 저렴하게 된다. 이더넷에 있어서 트위스티드 페어 케이블은 크게 UTP(Unshielded Twisted Pair Cable)와
STP(Shielded Twisted Pair Cable)로 구분되는데, UTP는 10Base-T, 100Base-T, 1000Base-T 등의 규격의 이더넷
에 사용되며, STP는 10Base-T, 100Base-TX, 1000Base-CX 등의 규격의 이더넷에 사용된다.

한편 기지국과 이동통신 단말기(110) 사이에 전송되는 데이터는 연속되는 스트림(stream)의 형태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
에 반하여 이더넷에 있어서 데이터 전송은 패킷(packet)단위로 끊어져서 전송되므로 신호의 단절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더넷을 무선신호 전송을 위한 형태로 사용하기 곤란하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본 발명은 이더넷 프레임을 사용치 않고
도 2의 예로서 보인 바와 같이 프레임들이 연속되어지게 규정한 독자적인 전송 프레임 포맷을 채용한다. 본 발명에 있어서
이처럼 연속되는 프레임을 "RRU 프레임"이라 칭한다. 도 2에 보인 전송 프레임 포맷을 살피면, 도 2(a)에서 3125개의 예
를 든 바와 같이 다수의 RRU 프레임이 하나의 슈퍼 프레임(super frame)을 이룬다. 이러한 슈퍼 프레임들도 RRU 프레임
들 처럼 계속 이어지게 되며, RRU 프레임은 도 2(b)에 보인 바와 같이, 1비트의 슈퍼 프레임 동기 비트 SFS(Super Frame
Sync)가 실리는 동기 필드와, 17비트의 프레임 데이터가 실리는 데이터 필드와, 7비트의 CRC(Cyclic Redundancy
Check)값이 실리는 CRC 필드로 이루어진다. 데이터 필드의 오류를 검출하기 위한 CRC의 생성다항식 P(x)는 P(x) = x7

+ x3 + 1를 사용한다. 이러한 RRU 프레임은 데이터 필드에 실리는 프레임 데이터에 따라 트래픽 프레임 또는 제어 프레
임으로 구분된다. 트래픽 프레임인 경우에는 도 2(c)에 보인 바와 같이 데이터 필드에 비트 정렬을 위한 1비트의 예비 비트
와 16비트의 트래픽 데이터가 실린다. 제어 프레임인 경우에는 도 2(d)에 보인 바와 같이 데이터 필드에 비트 정렬을 위한
1비트의 예비 비트와, 8비트의 제어 어드레스와, 8비트의 제어 데이터가 실린다. 트래픽 프레임은 BSC(100)와 이동통신
단말기(110) 사이에 송수신되는 트래픽 데이터, 즉 음성 통화 서비스나 데이터 통신 서비스에 따른 데이터를 전송하는데
사용되는 프레임이다. 예를 들어 하나의 RRU허브장치(104)에 접속되는 RRU(108)의 개수가 8개이고, RRU(108) 각각에
트래픽 프레임이 하나씩 할당되어진다면, 도 2처럼 연속되어지는 RRU 프레임들 중에 각 RRU(108)에 해당하는 트래픽 프
레임은 8번마다 한번씩 나타나게 된다. 제어 프레임은 DMU(102)가 다수의 RRU(108)의 동작 및 기능을 제어하고 상태를
체크하기 위한 제어 어드레스와 제어 데이터를 전송하는데 사용되는 프레임이다. 제어 어드레스는 다수의 RRU(108) 각각
을 구별하기 위한 어드레스로서, 다수의 RRU(108) 각각에 고유의 제어 어드레스가 부여된다. 제어 데이터는 DMU(102)
가 다수의 RRU(108)의 동작 및 기능을 제어하기 위한 명령과 그에 따라 다수의 RRU(108)가 DMU(102)로 보고하는 정보
가 된다. 상기한 제어 프레임은 정해진 개수의 트래픽 프레임들 사이에 1개씩 삽입되어된다. 본 발명은 상기한 바와 같은
독자적인 전송 프레임 포맷을 채용함에 따라 도 1에 보인 DMU(102)와 RRU 허브장치(104)와 RRU 중계기(106)와
RRU(108)는 이더넷에 의해 서로 연결되지만, 이더넷의 상위계층이나 이더넷에서 규정된 데이터 포맷을 적용치 않는다.

상기한 BSC(100)는 통상적으로 기지국과 이동통신 단말기(110) 사이의 일반 호(call)를 비롯한 핸드 오프(hand-off) 호
가 발생할 때 필요한 모든 유,무선 자원을 관리할 뿐만 아니라 호 제어에 필요한 각종 기능 등을 수행한다. 이러한
BSC(100)에 연결되는 DMU(102)는 BSC(100)로부터 이동통신 단말기(110)로 전송할 신호를 수신하여 도 2의 전송 프레
임 포맷에 따라 프레이밍하여 RRU 허브장치(104)로 송신하며, RRU 허브장치(104)로부터 수신되는 RRU 프레임의 신호
를 도 2의 전송 프레임 포맷에 따라 디프레이밍하여 BSC(100)로 송신한다. 그리고 RRU 허브장치(104)는 DMU(102)로부
터 RRU프레임의 신호를 수신하여 자신과 연결된 다수의 RRU중계기(106)를 통해 다수의 RRU(108)에 분배하고, 자신과
연결된 다수의 RRU 중계기(106)를 통해 다수의 RRU(108)로부터 수신하는 RRU 프레임의 신호를 다중화하여 DMU(102)
로 송신한다. 상기 다수의 RRU(108) 각각은, 다수의 RRU 중계기(106)중에 자신이 연결되어 있는 RRU 중계기와 RRU 허
브장치를 통해 DMU(102)로부터 수신되는 RRU 프레임의 신호를 디프레이밍한 후 RF 신호로 변조하여 안테나를 통해 이
동통신 단말기(110)로 무선 송신하고, 이동통신 단말기(110)로부터 안테나를 통해 무선 수신되는 RF 신호를 복조한 후 도
2의 프레임 포맷에 따라 프레이밍하여 RRU 프레임의 신호를 다수의 RRU 중계기(106)중에 자신이 연결되어 있는 RRU 중
계기를 통해 다수의 RRU허브장치(104)중에 대응하는 RRU 허브장치로 송신한다. 다수의 RRU 중계기(106)는 RRU허브
장치(104)와 RRU(108) 사이의 거리를 연장하기 위해 사용되는 것으로, RRU 허브장치(104)와 RRU(108) 간에 전송되는
RRU 프레임의 신호를 복원 및 파형 정형하고 증폭한다. 이러한 RRU 중계기(106)는 RRU 허브장치(104)와 RRU(108) 사
이의 접속 거리가 짧아 신호 증폭이 필요치 않을 경우에는 사용할 필요가 없다.

상기한 바와 같은 DMU(102)와 RRU 허브장치(104)와 RRU 중계기(106)와 RRU(108)에 있어서 데이터의 부호화방식은
사용하는 이더넷 규격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 이하의 설명에서는 상기한 바와 같이 트위스티드 페어 케이블을 사용하는 이
더넷의 예로서 100Base-T를 채용하는 예를 들어 설명한다. 100Base-T는 데이터 부호화로서는 4B/5B 부호화방식을 사
용하며, 라인 부호화로서는 MLT-3(Multi Level Transmission-3)방식을 사용한다. 이에따라 전송할 베이스밴드의 직렬
데이터는 4비트의 니블(nibble)단위로 각각 25Mbps의 전송속도를 가지는 5비트, 즉 전체적으로 125Mbps가 되는 5라인
의 NRZI(Non-Return to Zero Inversion) 부호로 변환되고 NRZ(Non-Return to Zero) 신호로 되돌려진 다음에 스크램블
(scramble)된 후 MLT-3(Multi Level Transmission-3) 신호로 변환되어 트위스티드 페어 케이블로 전송되어지게 된다.

도 3은 상기한 바와 같이 100Base-T 규격의 이더넷을 채용하는 경우에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DMU(102)의 블록 구성
도를 보인 것으로, DMU 제어부(300)와, 베이스밴드 변복조부(302)와, 데이터 수신부(306)와, 데이터 저장용 메모리
(308)와, 프레임 포맷팅부(formating)(310)와, 인터페이스 변환부(312)와, 이더넷 드라이버(314)와, GPS(Global
Positioning System) 유니트(316)로 구성한다. 도 3은 DMU(102)에 하나의 RRU 허브장치(104)가 연결되는 경우의 구성
예를 보인 것으로, DMU(102)에 연결되는 RRU 허브장치(104)의 개수가 증가하면 그 개수만큼 도 3과 같은 구성이 추가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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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DMU 제어부(300)는 베이스밴드 변복조부(302)가 채널별로 변복조하도록 제어함과 아울러 상기한 바와 같은 도 2의
제어 프레임을 사용하여 프레임 포맷팅부(310)를 통해 다수의 RRU(108)의 동작 및 기능을 제어하고 상태를 체크한다. 베
이스밴드 변복조부(302)는 공지된 바와 같이 BSC(100)에 구비되는 보코더(Vocoder) 및 트랜스코더(Transcoder)에 연
결됨과 아울러 데이터 수신부(306)에 연결되며, 각 채널에 대응하는 다수의 베이스밴드 모뎀(304)을 구비한다. 이러한 베
이스밴드 변복조부(302)는 BSC(100)로부터 이동통신 단말기(110)로 전송할 신호를 수신하고 각각 대응하는 채널별로 복
조하여 얻어지는 베이스밴드의 트래픽 데이터를 데이터 수신부(306)로 출력하는 반면에, BSC(100)로 전송할 베이스밴드
의 트래픽 데이터를 데이터 수신부(306)로부터 입력하여 각각 대응하는 채널별로 변조하여 BSC(100)로 송신한다. 베이스
밴드 변복조부(302)와 데이터 저장용 메모리(308)에 연결되는 데이터 수신부(306)는 베이스밴드 변복조부(302)로부터
트래픽 데이터를 입력하여 데이터 저장용 메모리(308)에 일시 저장하였다가 프레임 포맷팅부(310)로 직렬로 출력하는 반
면에, 프레임 포맷팅부(310)로부터 베이스밴드 변복조부(302)로 전송할 트래픽 데이터를 데이터 저장용 메모리(308)에
일시 저장하였다가 베이스밴드 변복조부(302)로 출력한다. 프레임 포맷팅부(310)는 데이터 수신부(306)로부터 트래픽 데
이터를 입력하여 도 2의 전송 프레임 포맷에 따라 프레이밍하여 RRU프레임을 인터페이스 변환부(312)로 출력하는 반면
에, 인터페이스 변환부(312)로부터 입력하는 RRU 프레임을 도 2의 전송 프레임 포맷에 따라 디프레이밍하여 데이터 수신
부(306)로 출력한다. 인터페이스 변환부(312)는 프레임 포맷팅부(310)에 의해 프레이밍된 RRU 프레임의 데이터를 4B/
5B 부호화하고 스크램블링(scrambling)하여 이더넷 드라이버(314)로 출력하는 반면에, 이더넷 드라이버(314)를 통해
RRU 허브장치(104)로부터 수신되는 데이터를 디스크램블링(descrambling)하고 4B/5B 복호화하여 RRU 프레임을 프레
임 포맷팅부(310)로 출력한다. 이더넷 드라이버(314)는 인터페이스 변환부(312)에 의해 변환된 데이터를 라인 부호화하
여 트위스티드 페어 케이블을 통해 RRU 허브장치(104)로 송신하는 반면에, 트위스티드 페어 케이블을 통해 RRU 허브장
치(104)로부터 수신되는 신호를 라인 복호화하여 데이터를 인터페이스 변환부(312)로 출력한다. GPS 유니트(316)는 통
상적인 BTS(Base Transceiver Station)와 마찬가지로 GPS 위성으로부터 시각 및 클럭 정보를 수신하고 그에 동기한 클
럭을 발생하는데, 본 실시예에서는 100Base-T 규격에 따른 25MHz의 전송 클럭을 발생하여 베이스밴드 변복조부(302)
와 프레임 포맷팅부(310)와 인터페이스 변환부(312)와 이더넷 드라이버(314)에 인가한다. 이에따라 DMU(102)는 GPS
유니트(316)로부터 발생되는 전송 클럭에 동기하여 데이터를 처리 및 송신하게 된다.

도 4는 상기한 바와 같이 100Base-T 규격의 이더넷을 채용하는 경우에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RRU 허브장치(104)의
블록 구성도를 보인 것으로, RRU 허브 제어부(400)와, 제1 이더넷 드라이버(402)와, 제1 인터페이스 변환부(404)와, 제1
프레임 포맷팅부(406)와, 다중화부(408)와, 다수의 RRU(108) 중 하나에 각각 대응되게 접속되는 다수의 RRU 접속부
(410)와, PLL(Phase Locked Loop) 클럭 복원부(418)로 구성하며, 다수의 RRU 접속부(410)는 각각 제2 프레임 포맷팅
부(412)와, 제2 인터페이스 변환부(414)와, 제2 이더넷 드라이버(416)로 구성한다. RRU 허브 제어부(400)는 다중화부
(408)의 분배 및 다중화를 제어한다. 제1 이더넷 드라이버(402)는 트위스티드 페어 케이블을 통해 DMU(102)로부터 수신
되는 신호를 라인 복호화하여 데이터를 제1 인터페이스 변환부(404)로 출력하는 반면에, 제1 인터페이스 변환부(404)로
부터 입력되는 데이터를 라인 부호화하여 트위스티드 페어 케이블을 통해 DMU(102)로 송신한다. 제1 인터페이스 변환부
(404)는 제1 이더넷 드라이버(402)로부터 입력되는 데이터를 디스크램블링하고 4B/5B 복호화하여 RRU 프레임을 제1 프
레임 포맷팅부(406)로 출력하는 반면에, 제1 프레임 포맷팅부(406)로부터 입력되는 RRU프레임을 4B/5B 부호화하고 스
크램블링하여 제1 이더넷 드라이버(402)로 출력한다. 제1 프레임 포맷팅부(406)는 제1 인터페이스 변환부(404)로부터
입력하는 RRU 프레임을 도 2의 전송 프레임 포맷에 따라 디프레이밍하여 다중화부(408)로 출력하는 반면에, 다중화부
(408)로부터 입력되는 데이터를 도 2의 전송 프레임 포맷에 따라 프레이밍하여 RRU 프레임을 제1 인터페이스 변환부
(404)로 출력한다. 다중화부(408)는 제1 프레임 포맷팅부(406)로부터 입력되는 데이터를 다수의 RRU 접속부(410)에 분
배하는 반면에, 다수의 RRU 접속부(410) 각각의 제2 프레임 포맷팅부(412)로부터 입력되는 데이터를 다중화하여 제1 프
레임 포맷팅부(406)로 출력한다. 제2 프레임 포맷팅부(412)는 다중화부(408)로부터 입력되는 데이터를 도 2의 전송 프레
임 포맷에 따라 프레이밍하여 RRU 프레임을 제2 인터페이스 변환부(414)로 출력하는 반면에, 제2 인터페이스 변환부
(414)로부터 수신하는 RRU 프레임을 도 2의 전송 프레임 포맷에 따라 디프레이밍하여 다중화부(408)로 출력한다. 제2 인
터페이스 변환부(414)는 제2 프레임 포맷팅부(412)로부터 입력되는 RRU 프레임을 4B/5B 부호화하고 스크램블링하여
제2 이더넷 드라이버(416)로 출력하는 반면에, 제2 이더넷 드라이버(416)로부터 입력되는 데이터를 디스크램블링하고
4B/5B 복호화하여 RRU 프레임을 제2 프레임 포맷팅부(412)로 출력한다. 제2 이더넷 드라이버(416)는 제2 인터페이스
변환부(414)로부터 입력되는 데이터를 라인 부호화하여 트위스티드 페어 케이블을 통해 다수의 RRU(108) 중에 대응하는
RRU와 연결되어 있는 RRU 중계기로 송신하는 반면에, 다수의 RRU(108) 중에 대응하는 RRU와 연결되어 있는 RRU중계
기로부터 트위스티드 페어 케이블을 통해 수신되는 신호를 라인 복호화하여 데이터를 제2 인터페이스 변환부(414)로 출
력한다. PLL 클럭 복원부(418)는 DMU(102)로부터 수신하는 RRU 프레임의 신호로부터 제1 이더넷 드라이버(402)에 의
해 추출되는 클럭을 파형 정형하여 전송 클럭을 복원하고, 제1,제2 인터페이스 변환부(404,414)와, 제1,제2 프레임 포맷
팅부(406,412)와, 제2 이더넷 드라이버(416)에 제공한다. 이에따라 RRU 허브장치(104)는 DMU(102)와 마찬가지로
DMU(102)의 GPS 유니트(316)로부터 발생된 전송 클럭에 동기하여 데이터를 처리 및 송신하게 된다.

도 5는 상기한 바와 같이 100Base-T 규격의 이더넷을 채용하는 경우에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RRU중계기(106) 각각
의 블록 구성도를 보인 것으로, RRU 중계기 제어부(500)와, 제1 이더넷 드라이버(502)와, 트래픽 쉐이퍼(shaper)(504)
와, 제2 이더넷 드라이버(506)와, PLL 클럭 복원부(508)로 구성한다. RRU중계기 제어부(500)는 트래픽 쉐이퍼(504)의
동작을 제어한다. 제1 이더넷 드라이버(502)는 트위스티드 페어 케이블을 통해 다수의 RRU 허브장치(104)중에 대응하는
RRU 허브장치로부터 수신되는 신호를 라인 복호화하여 데이터를 트래픽 쉐이퍼(504)로 출력하는 반면에, 트래픽 쉐이퍼
(504)로부터 입력되는 데이터를 라인 부호화하여 트위스티드 페어 케이블을 통해 다수의 RRU허브장치(104)중에 대응하
는 RRU 허브장치로 송신한다. 트래픽 쉐이퍼(504)는 제1 이더넷 드라이버(502)로부터 입력되는 데이터를 복원 및 파형
정형하고 증폭하여 제2 이더넷 드라이버(506)로 출력하는 반면에, 제2 이더넷 드라이버(506)로부터 입력되는 데이터를
복원 및 파형 정형하고 증폭하여 제1 이더넷 드라이버(502)로 출력한다. 제2 이더넷 드라이버(506)는 트래픽 쉐이퍼
(504)로부터 입력되는 데이터를 라인 부호화하여 트위스티드 페어 케이블을 통해 다수의 RRU(108)중에 대응하는 RRU로
송신하는 반면에, 다수의 RRU(108)중에 대응하는 RRU로부터 트위스티드 페어 케이블을 통해 수신되는 신호를 라인 복호
화하여 데이터를 트래픽 쉐이퍼(504)로 출력한다. PLL 클럭 복원부(508)는 다수의 RRU 허브장치(104)중에 대응하는
RRU 허브장치로부터 수신하는 RRU 프레임의 신호로부터 제1 이더넷 드라이버(502)에 의해 추출되는 클럭을 파형 정형
하여 전송 클럭을 복원하고, 트래픽 쉐이퍼(504)와, 제2 이더넷 드라이버(506)에 제공한다. 이에따라 RRU 중계기(106)는
DMU(102)와 마찬가지로 DMU(102)의 GPS 유니트(316)로부터 발생된 전송 클럭에 동기하여 데이터를 처리 및 송신하게
된다.

도 6은 상기한 바와 같이 100Base-T 규격의 이더넷을 채용하는 경우에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RRU(108)의 블록 구성
도를 보인 것으로, RRU 제어부(600)와, 이더넷 드라이버(602)와, 인터페이스 변환부(604)와, 프레임 포맷팅부(606)와,
IF(Intermediate Frequency) 처리부(608)와, RF 처리부(610)와, PLL 클럭 복원부(612)로 구성한다. RRU 제어부(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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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프레임 포맷팅부(606)에 의해 디프레이밍되는 제어 프레임의 제어 어드레스가 자신을 지정하는 경우에 제어 데이터에
따른 명령을 해석하여 수행하고 프레임 포맷팅부(606)에 의해 프레이밍되는 제어 프레임을 사용하여 DMU(102)로 보고
한다. 이더넷 드라이버(602)는 트위스티드 페어 케이블을 통해 다수의 RRU 중계기(106)중에 대응하는 RRU 중계기로부
터 수신되는 신호를 라인 복호화하여 데이터를 인터페이스 변환부(604)로 출력하는 반면에, 인터페이스 변환부(604)로부
터 입력되는 데이터를 라인 부호화하여 트위스티드 페어 케이블을 통해 다수의 RRU 중계기(106)중에 대응하는 RRU 중계
기로 전송한다. 인터페이스 변환부(604)는 이더넷 드라이버(602)로부터 입력되는 데이터를 디스크램블링하고 4B/5B 복
호화하여 RRU 프레임을 프레임 포맷팅부(606)로 출력하는 반면에, 프레임 포맷팅부(606)로부터 입력되는 RRU 프레임을
4B/5B 부호화하고 스크램블링하여 이더넷 드라이버(602)로 출력한다. 프레임 포맷팅부(606)는 인터페이스 변환부(604)
로부터 입력하는 RRU 프레임을 도 2의 전송 프레임 포맷에 따라 디프레이밍하여 베이스밴드의 트래픽 데이터를 IF 처리
부(608)로 출력하는 반면에, IF 처리부(608)로부터 입력되는 베이스밴드의 트래픽 데이터를 도 2의 전송 프레임 포맷에
따라 프레이밍하여 RRU 프레임을 인터페이스 변환부(604)로 출력한다. IF 처리부(608)는 프레임 포맷팅부(606)로부터
입력되는 베이스밴드의 트래픽 데이터를 IF 신호로 변환하여 RF 처리부(610)로 출력하는 반면에, RF 처리부(610)로부터
입력되는 IF 신호를 베이스밴드의 트래픽 데이터로 변환하여 프레임 포맷팅부(606)로 출력한다. RF 처리부(610)는 IF 처
리부(608)로부터 입력되는 IF 신호를 RF 신호로 변조하여 안테나를 통해 이동통신 단말기(110)로 무선 송신하는 반면에,
이동통신 단말기(110)로부터 안테나를 통해 무선 수신되는 RF 신호를 IF 신호로 변환하여 IF 처리부(608)로 출력한다.
PLL 클럭 복원부(612)는 RRU 중계기들(106)중에 대응하는 RRU 중계기로부터 수신하는 RRU 프레임의 신호로부터 이더
넷 드라이버(602)에 의해 추출되는 클럭을 파형 정형하여 전송 클럭을 복원하고, 인터페이스 변환부(604)와, 프레임 포맷
팅부(606)와, IF 처리부(608)와, RF 처리부(610)에 제공한다. 이에따라 RRU(108)는 DMU(102)와 마찬가지로
DMU(102)의 GPS 유니트(316)로부터 발생된 전송 클럭에 동기하여 데이터를 처리 및 송신하게 된다.

상기한 바와 같은 DMU(102)의 이더넷 드라이버(314)와, RRU 허브장치(104)의 제1,제2 이더넷 드라이버(402,416)와,
RRU 중계기(106)의 제1,제2 이더넷 드라이버(502,506)와, RRU(108)의 이더넷 드라이버(602)는 상기한 100Base-T의
MLT-3 부호화방식에 따라 라인 부호화 및 복호화를 한다. DMU(102)의 인터페이스 변환부(312)와, RRU 허브장치(104)
의 제1,제2 인터페이스 변환부(404,414)와, RRU(108)의 인터페이스 변환부(604)에서 이루어지는 4B/5B 부호화 및 복호
화는 상기한 100Base-T의 부호화방식에 따른 것이나, 스크램블링 및 디스크램블링은 4095(= 212 - 1)의 주기를 갖는
PN(Pseudo Noise) 코드를 사용한다. 이러한 MLT-3 부호화방식에 따라 라인 부호화 및 복호화, 4B/5B 부호화 및 복호
화, 스크램블링 및 디스크램블링은 통상적인 100Base-T 규격의 이더넷에서는 PHY 칩에서 이루어지게 된다. 이에 반하
여 본 발명은 전술한 바와 같이 독자적인 전송 프레임 포맷을 채용하므로, 통상적인 PHY 칩을 그대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
에 이더넷 드라이버들(314,402,416,502,506,602)과 인터페이스 변환부들(312,404,414,604)을 별도로 구성한 것이다.
다만 이더넷 드라이버들(314,402,416,502,506,602)은 별도로 구성하지 않고 통상적인 PHY 칩을 이더넷 드라이버 기능
만을 수행하도록 하여 사용할 수도 있다. 그리고 DMU(102)의 프레임 포맷팅부(310)와, RRU 허브장치(104)의 제1,제2
프레임 포맷팅부(406,412)와, RRU(108)의 프레임 포맷팅부(606)는 도 2의 전송 프레임 포맷에 따라 프레이밍 및 디프레
이밍하도록 FPGA(Field Programmable Gate Array)를 사용하여 구현한다.

이제 상기한 바와 같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기지국 시스템에서 BSC(100)로부터 이동통신 단말기(110)로 전송할 신
호가 DMU(102)에 수신되어 RRU 허브장치(104)를 통해 해당하는 RRU 중계기(106)와 RRU(108)를 거쳐 이동통신 단말
기(110)로 무선 송신되는 동작을 살펴본다. BSC(100)로부터 DMU(102)의 베이스밴드 변복조부(302)에 수신되는 신호는
다수의 베이스밴드 모뎀(304)에 의해 각각의 채널별로 복조되고, 복조된 베이스밴드의 트래픽 데이터의 샘플(sample)들
은 데이터 수신부(306)로 출력된다. 그러면 데이터 수신부(306)는 트래픽 데이터의 샘플들을 수신하는데, 수신된 트래픽
데이터의 손실없는 처리를 위해 데이터 저장용 메모리(308)에 임시로 저장하였다가 직렬로 프레임 포맷팅부(310)로 출력
한다. 이처럼 데이터 수신부(306)로부터 프레임 포맷팅부(310)에 입력되는 직렬의 트래픽 데이터는 도 2의 전송 프레임
포맷에 따라 프레이밍됨으로써 RRU 프레임이 인터페이스 변환부(312)로 출력된다. 이때 프레임 포맷팅부(310)는 트래픽
프레임들뿐만아니라 DMU 제어부(300)의 제어에 의해 도 2의 전송 프레임 포맷에 따른 제어 프레임을 포함시켜 인터페이
스 변환부(312)로 출력한다. 이처럼 인터페이스 변환부(312)에 인가된 RRU 프레임의 데이터는 4B/5B 부호화되고 스크
램블링된 후, 이더넷 드라이버(314)에 의해 라인 부호화되어 트위스티드 페어 케이블을 통해 다수의 RRU 허브장치(104)
중에 자신과 연결되어 있는 RRU 허브장치로 송신된다.

그러면 RRU 허브장치(104)에서는 트위스티드 페어 케이블을 통해 DMU(102)로부터 수신되는 신호가 제1 이더넷 드라이
버(402)에 의해 라인 복호화되고 복호화된 데이터가 제1 인터페이스 변환부(404)로 인가된다. 이처럼 제1 인터페이스 변
환부(404)에 인가된 데이터는 디스크램블링되고 4B/5B 복호화되고 복호화된 RRU 프레임은 제1 프레임 포맷팅부(406)
로 출력된다. 그러면 제1 프레임 포맷팅부(406)는 제1 인터페이스 변환부(404)로부터 입력하는 RRU 프레임을 도 2의 전
송 프레임 포맷에 따라 디프레이밍하여 다중화부(408)로 출력한다. 다중화부(408)는 제1 프레임 포맷팅부(406)로부터 입
력되는 데이터를 다수의 RRU 접속부(410)에 분배한다. 이때 전술한 예처럼 하나의 RRU 허브장치(104)에 접속되는
RRU(108)의 개수가 8개이고, RRU(108) 각각에 트래픽 프레임이 하나씩 할당되어진다면, 다중화부(408)는 도 2처럼 연
속되어지는 RRU 프레임들 중의 트래픽 프레임들을 각 RRU(108)에 대응하는 RRU 접속부(410)에 하나씩 순차적으로 분
배한다. 이와 같이 분배된 데이터는 제2 프레임 포맷팅부(412)에 의해 도 2의 전송 프레임 포맷에 따라 다시 프레이밍되어
RRU 프레임이 제2 인터페이스 변환부(414)로 출력되어 4B/5B 부호화되고 스크램블링된 후, 제2 이더넷 드라이버(416)
에 의해 라인 부호화되어 트위스티드 페어 케이블을 통해 다수의 RRU(108) 중에 대응하는 RRU와 연결되어 있는 RRU 중
계기로 송신된다.

그러면 RRU 중계기(106)에서는 트위스티드 페어 케이블을 통해 다수의 RRU허브장치(104)중에 대응하는 RRU 허브장치
로부터 수신되는 신호가 제1 이더넷 드라이버(502)에 의해 라인 복호화되어 데이터가 트래픽 쉐이퍼(504)로 출력되어, 전
송중에 왜곡된 데이터가 트래픽 쉐이퍼(504)에 의해 복원 및 파형 정형되고 증폭된 다음에 제2 이더넷 드라이버(506)에
의해 라인 부호화되고 트위스티드 페어 케이블을 통해 다수의 RRU(108)중에 대응하는 RRU로 송신된다. 이때 트래픽 쉐
이퍼(504)는 RRU 프레임을 데이터 복원 및 파형 정형과 증폭을 위해 디프레이밍하였다가 다시 프레이밍하는 동작을 하지
않고, 단지 데이터 복원 및 파형 정형과 증폭만 하게 되므로 중계로 인한 시간 지연을 최소화하게 된다.

상기한 바와 같은 RRU 중계기(106)에 트위스티드 페어 케이블을 통해 연결되는 RRU(108)에서는 RRU 중계기(106)로부
터 수신되는 신호를 이더넷 드라이버(602)에 의해 라인 복호화하여 데이터를 인터페이스 변환부(604)로 출력한다. 이에
따라 수신된 데이터가 인터페이스 변환부(604)에 의해 디스크램블링되고 4B/5B 복호화되어 RRU 프레임이 프레임 포맷
팅부(606)로 출력되며, 프레임 포맷팅부(606)는 인터페이스 변환부(604)로부터 입력하는 RRU 프레임을 도 2의 전송 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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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임 포맷에 따라 디프레이밍하여 베이스밴드의 트래픽 데이터를 IF 처리부(608)로 출력한다. 이처럼 IF 처리부(608)에
인가된 베이스밴드의 트래픽 데이터는 IF 신호로 변환된후 RF 처리부(610)에서 RF 신호로 변조되어 안테나를 통해 이동
통신 단말기(110)로 무선 송신된다.

상술한 바와 반대로, 이동통신 단말기(110)로부터 다수의 RRU(108)중에 해당하는 RRU에 무선 수신된 신호가 RRU중계
기(106)와 RRU 허브장치(104)를 거쳐 DMU(102)에 수신되어 BSC(100)로 송신되는 동작을 살펴본다. 이동통신 단말기
(110)로부터 RRU(108)에 무선 수신되는 RF 신호는 RF 처리부(610)에서 IF 신호로 변환되고 IF 처리부(608)에서 베이스
밴드의 트래픽 데이터로 변환된 후 프레임 포맷팅부(606)로 출력된다. 이러한 베이스밴드의 트래픽 데이터는 프레임 포맷
팅부(606)에 의해 도 2의 전송 프레임 포맷에 따라 프레이밍되고, 프레이밍된 RRU 프레임은 인터페이스 변환부(604)에
의해 4B/5B 부호화되고 스크램블링된 다음에, 이더넷 드라이버(602)에 의해 라인 부호화되어 트위스티드 페어 케이블을
통해 다수의 RRU중계기(106) 중에 대응하는 RRU 중계기로 전송된다.

그러면 RRU 중계기(106)의 제2 이더넷 드라이버(506)에서는 트위스티드 페어 케이블을 통해 RRU(108)로 부터 수신되는
신호를 라인 복호화하여 데이터를 트래픽 쉐이퍼(504)로 출력한다. 이처럼 트래픽 쉐이퍼(504)로 출력된 데이터는 복원
및 파형 정형되고 증폭된 다음에 제1 이더넷 드라이버(502)에 의해 라인 부호화되고 트위스티드 페어 케이블을 통해 다수
의 RRU허브장치(104)중에 대응하는 RRU 허브장치로 송신된다. 이때 트래픽 쉐이퍼(504)는 상기한 바와 같이 단지 데이
터 복원 및 파형 정형과 증폭만 하게 되므로 중계로 인한 시간 지연을 최소화하게 된다.

상기한 바와 같이 RRU 중계기(106)로 부터 RRU 허브장치(104)로 전송된 신호는 RRU 접속부(410)의 제2 이더넷 드라이
버(416)에 의해 라인 복호화된 다음에 제2 인터페이스 변환부(414)에 의해 디스크램블링되고 4B/5B 복호화된 후, 제2 프
레임 포맷팅부(412)에서 도 2의 전송 프레임 포맷에 따라 디프레이밍되어 다중화부(408)에 인가된다. 다중화부(408)는
다수의 RRU 접속부(410) 각각의 제2 프레임 포맷팅부(412)로부터 입력되는 데이터를 다중화하여 제1 프레임 포맷팅부
(406)로 출력한다. 이때 전술한 예처럼 하나의 RRU 허브장치(104)에 접속되는 RRU(108)의 개수가 8개이고, RRU(108)
각각에 트래픽 프레임이 하나씩 할당되어진다면, 다중화부(408)는 각 RRU(108)에 대응하는 RRU 접속부(410)마다의 데
이터가 각각 하나의 트래픽 프레임에 대응되게 다중화한다. 그러면 제1 프레임 포맷팅부(406)는 다중화부(408)로부터 입
력되는 데이터를 도 2의 전송 프레임 포맷에 따라 프레이밍하여 RRU 프레임을 제1 인터페이스 변환부(404)로 출력한다.
이처럼 제1 인터페이스 변환부(404)에 인가된 RRU 프레임은 4B/5B 부호화되고 스크램블링된 다음에 제1 이더넷 드라이
버(402)에 의해 라인 부호화된 후 트위스티드 페어 케이블을 통해 DMU(102)로 전송된다.

이처럼 DMU(102)로 전송된 신호는 이더넷 드라이버(314)에 의해 라인 복호화되고 인터페이스 변환부(312)에 의해 디스
크램블링 및 4B/5B 복호화된 후, 프레임 포맷팅부(310)에 의해 도 2의 전송 프레임 포맷에 따라 디프레이밍되어 데이터
수신부(306)로 출력된다. 이때 프레임 포맷팅부(310)는 제어 프레임의 제어 어드레스 및 제어 데이터를 추출하여 DMU 제
어부(300)에 제공한다. 데이터 수신부(306)로 출력된 트래픽 데이터는 베이스밴드 변복조부(302)의 다수의 베이스밴드
모뎀(304)에 의해 각각의 채널별로 변조되고, 변조된 신호는 BSC(100)로 전송된다.

따라서 DMU(102)와 RRU 허브장치(104)와 RRU(108)를 트위스티드 페어 케이블을 사용하는 이더넷으로 연결하고, 이더
넷의 상위계층이나 이더넷에서 규정된 데이터 포맷 대신에 프레임들이 연속되어지게 규정한 독자적인 전송 프레임 포맷을
채용하여, 기지국의 DMU(102)와 RRU(108) 사이에 고품질의 신호를 이더넷을 통해 전송할 수 있게 된다.

이처럼 종래의 광 선로 또는 동축케이블을 사용하는 중계기 시스템과 달리 트위스티드 페어 케이블을 사용하는 이더넷을
채용함으로써 저렴하고 용이하게 더 많은 수의 RRU를 사용하여 커버리지를 보다 멀리 유연하게 확장할 수 있다. 즉, 섹터
또는 FA(Frequency Allocation)를 확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만큼의 RRU들과 이들을 그룹화하여 연결하게 되
는 RRU 허브장치를 트위스티드 페어 케이블을 사용하여 DMU에 연결하면 된다. 이뿐만 아니라 무선 채널 용량을 확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확장할 용량에 맞춰 DMU(102)와 RRU 허브장치(104)와 RRU(108)로 이루어지는 기지국 시스템을
추가하여 BSC(100)에 연결하면 된다. 이뿐만 아니라 고속으로 데이터를 전송하는데 필요한 클럭을 RRU 허브장치(104)
와 RRU중계기(106) 및 RRU(108)까지 고품질 상태로 전송함으로써 고속 데이타를 효과적으로 전송할 수 있다.

한편 상술한 본 발명의 설명에서는 구체적인 실시예에 관해 설명하였으나, 여러가지 변형이 본 발명의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고 실시할 수 있다. 특히 본 발명의 실시예에서는 이더넷으로서 100Base-T 규격을 채용하는 예를 들었으나, 10Base-
T는 물론이고 1000Base-T와 같은 기가비트(Gigabit) 이더넷도 채용할 수도 있다. 다만 이처럼 이더넷 규격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데이터의 부호화 방식도 달라지므로 DMU(102), RRU 허브장치(104), RRU(108) 각각의 인터페이스 변환부와
이더넷 드라이버와 RRU 중계기들(106)의 이더넷 드라이버를 그에 따라 변경하면 된다. 따라서 발명의 범위는 설명된 실
시예에 의하여 정할 것이 아니고 특허청구범위와 특허청구범위의 균등한 것에 의해 정하여져야 한다.

발명의 효과

상술한 바와 같이 본 발명은 트위스티드 페어 케이블을 사용하는 이더넷을 채용함으로써 이동통신 단말기와 RF 신호를 무
선 송수신하는 RRU를 기지국으로부터 원격 설치하고 기지국과 RRU 사이에 고품질의 신호를 저렴하고 용이하게 설치 가
능한 선로를 통해 전송할 수 있으며, 커버리지뿐만 아니라 무선 채널 용량도 유연하게 확대할 수 있는 잇점이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이동통신 교환망에 연결되는 BSC(Base Station Controller)와 이동통신 단말기 사이의 이동통신을 제공하는 기지국 시스
템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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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BSC로부터 상기 이동통신 단말기로 전송할 신호를 수신하며, 상기 수신된 신호를 미리 정해진 RRU(Remote
RF(Radio frequency) Unit) 프레임들이 연속되어지게 규정된 전송 프레임 포맷에 따라 프레이밍하며, 다수의 상기 RRU
프레임들을 이더넷을 통해 직렬로 송신하는 DMU(Digital Modem Unit)와,

상기 DMU에 의해 송신된 상기 RRU 프레임들을 수신하며, 상기 수신된 RRU 프레임들을 상기 이더넷을 통해 다수의
RRU(Remote RF(Radio frequency) Unit)에 분배하는 적어도 하나의 RRU허브장치와,

상기 RRU 허브장치로부터 수신되는 상기 RRU 프레임들을 디프레이밍하고 디프레이밍된 신호를 RF(Radio Frequency)
신호로 변조하여 상기 이동통신 단말기로 송신하는 상기 다수의 RRU를 구비함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통신 기지국 시스템.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RRU 프레임은,

상기 이동통신 단말기에 의해 송,수신되는 트래픽 데이터를 전송하는데 사용되는 트래픽 프레임과,

상기 다수의 RRU들 각각을 구별하는 제어 어드레스와, 상기 다수의 RRU들의 동작 및 기능을 제어하기 위한 명령을 포함
하는 제어 데이터를 전송하는데 사용되는 제어 프레임으로 구분됨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통신 기지국 시스템.

청구항 3.

제2항에 있어서, 상기 RRU 프레임이,

상기 전송 프레임 포맷에 따라 일정 수의 RRU 프레임으로 이루어지는 슈퍼 프레임의 동기를 위한 슈퍼 프레임 동기 비트
가 실리는 동기 필드와,

상기 트래픽 프레임인 경우에는 상기 트래픽 데이터가 실리며 상기 제어 프레임인 경우에는 상기 제어 어드레스와 상기 제
어 데이터가 실리는 데이터 필드와,

상기 데이터 필드에 실리는 데이터에 따른 CRC(Cyclic Redundancy Check)값이 실리는 CRC 필드로 이루어짐을 특징으
로 하는 이동통신 기지국 시스템.

청구항 4.

제2항에 있어서, 상기 이더넷의 규격이 100Base-T이고, 트위스티드 페어 케이블을 사용하며, 상기 트위스티드 페어 케이
블이 UTP(Unshielded Twisted Pair Cable)임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통신 기지국 시스템.

청구항 5.

제4항에 있어서, 상기 DMU가,

베이스밴드 변복조부와, 데이터 수신부와, 데이터 저장용 메모리와, 프레임 포맷팅부와, 인터페이스 변환부와, 이더넷 드
라이버와, DMU 제어부를 구비하고,

상기 베이스밴드 변복조부가, 각 채널에 대응하는 베이스밴드 모뎀들을 구비하여, 상기 BSC로부터 상기 이동통신 단말기
로 전송할 신호를 수신하고 각각 대응하는 채널별로 복조하여 얻어지는 베이스밴드의 트래픽 데이터를 상기 데이터 수신
부로 출력하고, 상기 BSC로 전송할 베이스밴드의 트래픽 데이터를 상기 데이터 수신부로부터 입력하여 각각 대응하는 채
널별로 변조하여 상기 BSC로 송신하며,

상기 데이터 수신부가, 상기 베이스밴드 변복조부로부터 상기 트래픽 데이터를 입력하여 상기 데이터 저장용 메모리에 일
시 저장하였다가 상기 프레임 포맷팅부로 직렬로 출력하고, 상기 프레임 포맷팅부로부터 상기 베이스밴드 변복조부로 전
송할 트래픽 데이터를 상기 데이터 저장용 메모리에 일시 저장하였다가 상기 베이스밴드 변복조부로 출력하며,

상기 프레임 포맷팅부가, 상기 데이터 수신부로부터 상기 트래픽 데이터를 입력하여 상기 전송 프레임 포맷에 따라 프레이
밍하여 RRU 프레임을 상기 인터페이스 변환부로 출력하고, 상기 인터페이스 변환부로부터 입력하는 RRU 프레임을 상기
전송 프레임 포맷에 따라 디프레이밍하여 상기 데이터 수신부로 출력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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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인터페이스 변환부가, 상기 프레임 포맷팅부에 의해 프레이밍된 RRU프레임의 데이터를 4B/5B 부호화하고 스크램
블링하여 상기 이더넷 드라이버로 출력하고, 상기 이더넷 드라이버를 통해 상기 RRU 허브장치로부터 수신되는 데이터를
디스크램블링하고 4B/5B 복호화하여 RRU 프레임을 상기 프레임 포맷팅부로 출력하며,

상기 이더넷 드라이버가, 상기 인터페이스 변환부에 의해 변환된 데이터를 라인 부호화하여 상기 트위스티드 페어 케이블
을 통해 상기 RRU허브장치로 송신하고, 상기 트위스티드 페어 케이블을 통해 상기 RRU 허브장치로부터 수신되는 신호를
라인 복호화하여 데이터를 상기 인터페이스 변환부로 출력하며,

상기 DMU 제어부가, 상기 베이스밴드 변복조부를 제어함과 아울러 상기 프레임 포맷팅부를 통해 상기 제어 프레임에 의
해 상기 RRU들의 동작 및 기능을 제어하고 상태를 체크함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통신 기지국 시스템.

청구항 6.

제4항에 있어서, 상기 RRU 허브장치가,

제1 이더넷 드라이버와, 제1 인터페이스 변환부와, 제1 프레임 포맷팅부와, 다중화부와, 상기 RRU들 중 하나에 각각 대응
되게 접속되는 다수의 RRU 접속부와, RRU 허브 제어부를 구비하고, 상기 RRU 접속부는 제2 프레임 포맷팅부와, 제2 인
터페이스 변환부와, 제2 이더넷 드라이버를 구비하며,

상기 제1 이더넷 드라이버가, 상기 트위스티드 페어 케이블을 통해 상기 DMU로부터 수신되는 신호를 라인 복호화하여 데
이터를 상기 제1 인터페이스 변환부로 출력하고, 상기 제1 인터페이스 변환부로부터 입력되는 데이터를 라인 부호화하여
상기 트위스티드 페어 케이블을 통해 상기 DMU로 송신하며,

상기 제1 인터페이스 변환부가, 상기 제1 이더넷 드라이버로부터 입력되는 데이터를 디스크램블링하고 4B/5B 복호화하
여 RRU 프레임을 상기 제1 프레임 포맷팅부로 출력하고, 상기 제1 프레임 포맷팅부로부터 입력되는 RRU 프레임을 4B/
5B 부호화하고 스크램블링하여 상기 제1 이더넷 드라이버로 출력하며,

상기 제1 프레임 포맷팅부가, 상기 제1 인터페이스 변환부로부터 입력하는 RRU 프레임을 상기 전송 프레임 포맷에 따라
디프레이밍하여 상기 다중화부로 출력하고, 상기 다중화부로부터 입력되는 데이터를 상기 전송 프레임 포맷에 따라 프레
이밍하여 RRU 프레임을 상기 제1 인터페이스 변환부로 출력하며,

상기 다중화부가, 상기 제1 프레임 포맷팅부로부터 입력되는 데이터를 상기 RRU접속부들에 분배하고, 상기 RRU 접속부
들의 제2 프레임 포맷팅부로부터 입력되는 데이터를 다중화하여 상기 제1 프레임 포맷팅부로 출력하며,

상기 제2 프레임 포맷팅부가, 상기 다중화부로부터 입력되는 데이터를 상기 전송 프레임 포맷에 따라 프레이밍하여 RRU
프레임을 상기 제2 인터페이스 변환부로 출력하고, 상기 제2 인터페이스 변환부로부터 수신하는 RRU 프레임을 상기 전송
프레임 포맷에 따라 디프레이밍하여 상기 다중화부로 출력하며,

상기 제2 인터페이스 변환부가, 상기 제2 프레임 포맷팅부로부터 입력되는 RRU 프레임을 4B/5B 부호화하고 스크램블링
하여 상기 제2 이더넷 드라이버로 출력하고, 상기 제2 이더넷 드라이버로부터 입력되는 데이터를 디스크램블링하고 4B/
5B 복호화하여 RRU 프레임을 상기 제2 프레임 포맷팅부로 출력하고,

상기 제2 이더넷 드라이버가, 상기 제2 인터페이스 변환부로부터 입력되는 데이터를 라인 부호화하여 상기 트위스티드 페
어 케이블을 통해 상기 RRU들 중에 대응하는 RRU로 송신하고, 상기 RRU들 중에 대응하는 RRU로부터 상기 트위스티드
페어 케이블을 통해 수신되는 신호를 라인 복호화하여 데이터를 상기 제2 인터페이스 변환부로 출력하며,

상기 RRU 허브 제어부가, 상기 다중화부의 분배 및 다중화를 제어함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통신 기지국 시스템.

청구항 7.

제4항에 있어서, 상기 RRU가,

이더넷 드라이버와, 인터페이스 변환부와, 프레임 포맷팅부와, IF(Intermediate Frequency) 처리부와, RF 처리부와, RRU
제어부를 구비하고,

상기 이더넷 드라이버가, 상기 트위스티드 페어 케이블을 통해 상기 RRU 허브장치로부터 수신되는 신호를 라인 복호화하
여 데이터를 상기 인터페이스 변환부로 출력하고, 상기 인터페이스 변환부로부터 입력되는 데이터를 라인 부호화하여 상
기 트위스티드 페어 케이블을 통해 상기 RRU 허브장치로 전송하며,

상기 인터페이스 변환부가, 상기 이더넷 드라이버로부터 입력되는 데이터를 디스크램블링하고 4B/5B 복호화하여 RRU 프
레임을 상기 프레임 포맷팅부로 출력하고, 상기 프레임 포맷팅부로부터 입력되는 RRU 프레임을 4B/5B 부호화하고 스크
램블링하여 상기 이더넷 드라이버로 출력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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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프레임 포맷팅부가, 상기 인터페이스 변환부로부터 입력하는 RRU프레임을 상기 전송 프레임 포맷에 따라 디프레이
밍하여 베이스밴드의 트래픽 데이터를 상기 IF 처리부로 출력하고, 상기 IF 처리부로부터 입력되는 베이스밴드의 트래픽
데이터를 상기 전송 프레임 포맷에 따라 프레이밍하여 RRU 프레임을 상기 인터페이스 변환부로 출력하며,

상기 IF 처리부가. 상기 프레임 포맷팅부로부터 입력되는 베이스밴드의 트래픽 데이터를 IF 신호로 변환하여 상기 RF 처리
부로 출력하고, 상기 RF 처리부로부터 입력되는 IF 신호를 베이스밴드의 트래픽 데이터로 변환하여 상기 프레임 포맷팅부
로 출력하며,

상기 RF 처리부가, 상기 IF 처리부로부터 입력되는 IF 신호를 RF 신호로 변조하여 안테나를 통해 상기 이동통신 단말기로
송신하고, 상기 이동통신 단말기로부터 상기 안테나를 통해 수신되는 RF 신호를 IF 신호로 변환하여 상기 IF 처리부로 출
력하며,

상기 RRU 제어부가, 상기 프레임 포맷팅부에 의해 디프레이밍되는 제어 프레임의 제어 데이터에 따른 명령을 해석하여 수
행하고 상기 프레임 포맷팅부에 의해 프레이밍되는 제어 프레임을 사용하여 상기 DMU로 보고함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통
신 기지국 시스템.

청구항 8.

제4항에 있어서,

상기 DMU가, GPS(Global Positioning System) 위성으로부터 시각 및 클럭 정보를 수신하고 그에 동기하여 상기
100Base-T 규격에 따른 전송 클럭을 발생하는 GPS 유니트를 구비하고, 상기 전송 클럭에 동기하여 데이터를 처리 및 송
신하며,

상기 RRU 허브장치와 상기 RRU가, 각각, 상기 DMU 또는 상기 RRU 허브장치로부터 수신하는 상기 RRU 프레임의 신호
로부터 추출되는 클럭으로부터 상기 전송 클럭을 복원하는 PLL 클럭 복원부를 구비하고, 상기 복원된 전송 클럭에 동기하
여 데이터를 처리 및 송신함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통신 기지국 시스템.

청구항 9.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적어도 하나의 RRU 허브장치와 상기 다수의 RRU들 중 하나 사이에 트위스티드 페어 케이블을 사용
하는 상기 이더넷을 통해 연결되는 적어도 하나의 RRU 중계기를 더 구비하며, 상기 RRU 중계기는 상기 적어도 하나의
RRU 허브장치와 상기 다수의 RRU들 중 상기 하나 사이에 전송되는 상기 RRU 프레임을 복원, 파형 정형 및 증폭함을 특징
으로 하는 이동통신 기지국 시스템.

청구항 10.

제9항에 있어서, 상기 RRU 프레임이,

상기 이동통신 단말기가 송,수신하는 트래픽 데이터를 상기 DMU와 상기 RRU 간에 전송하는데 사용되는 트래픽 프레임
과,

상기 RRU들 각각을 구별하는 제어 어드레스와, 상기 RRU들의 동작 및 기능을 제어하기 위한 명령 및 그에 따른 정보와 관
련된 제어 데이터를 전송하는데 사용되는 제어 프레임으로 구분됨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통신 기지국 시스템.

청구항 11.

제10항에 있어서, 상기 이더넷의 규격이 100Base-T이고, 상기 트위스티드 페어 케이블이 UTP(Unshielded Twisted
Pair Cable)임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통신 기지국 시스템.

청구항 12.

제11항에 있어서, 상기 RRU 중계기가,

제1 이더넷 드라이버와, 트래픽 쉐이퍼와, 제2 이더넷 드라이버와, RRU중계기 제어부를 구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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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제1 이더넷 드라이버가, 상기 트위스티드 페어 케이블을 통해 상기 RRU 허브장치로부터 수신되는 신호를 라인 복호
화하여 데이터를 상기 트래픽 쉐이퍼로 출력하고, 상기 트래픽 쉐이퍼로부터 입력되는 데이터를 라인 부호화하여 상기 트
위스티드 페어 케이블을 통해 상기 RRU 허브장치로 송신하며,

상기 트래픽 쉐이퍼가, 상기 제1 이더넷 드라이버로부터 입력되는 데이터를 복원 및 파형 정형하고 증폭하여 상기 제2 이
더넷 드라이버로 출력하고, 상기 제2 이더넷 드라이버로부터 입력되는 데이터를 복원 및 파형 정형하고 증폭하여 상기 제
1 이더넷 드라이버로 출력하며,

상기 제2 이더넷 드라이버가, 상기 트래픽 쉐이퍼로부터 입력되는 데이터를 라인 부호화하여 상기 트위스티드 페어 케이
블을 통해 상기 대응하는 RRU로 송신하고, 상기 대응하는 RRU로부터 상기 트위스티드 페어 케이블을 통해 수신되는 신호
를 라인 복호화하여 데이터를 상기 트래픽 쉐이퍼로 출력하며,

상기 RRU 중계기 제어부가, 상기 트래픽 쉐이퍼의 동작을 제어함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통신 기지국 시스템.

청구항 13.

제12항에 있어서,

상기 DMU가, GPS(Global Positioning System) 위성으로부터 시각 및 클럭 정보를 수신하고 그에 동기하여 상기
100Base-T 규격에 따른 전송 클럭을 발생하는 GPS 유니트를 구비하고, 상기 전송 클럭에 동기하여 데이터를 처리 및 송
신하며,

상기 RRU 허브장치와 상기 RRU 중계기와 상기 RRU가, 각각, 상기 DMU 또는 상기 RRU허브장치 또는 상기 RRU 중계기
로부터 수신하는 상기 RRU 프레임의 신호로부터 추출되는 클럭으로부터 상기 전송 클럭을 복원하는 PLL 클럭 복원부를
구비하고, 상기 복원된 전송 클럭에 동기하여 데이터를 처리 및 송신함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통신 기지국 시스템.

청구항 14.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다수의 RRU는, 상기 이동통신 단말기에 의해 송신된 RF 신호를 수신하며, 각각의 상기 RRU는 상기 수신된 RF 신호
를 IF(Intermediate Frequency) 신호로 변환하고, 상기 IF 신호를 대응하는 RRU 프레임을 형성하기 위한 전송 프레임 포
맷에 따라 프레이밍하며, 상기 대응하는 RRU 프레임을 트위스티드 페어 케이블을 사용하는 상기 이더넷을 통해 상기 적어
도 하나의 RRU 허브장치로 송신하며,

상기 RRU 허브장치는 상기 RRU들에 의해 송신된 각각의 상기 대응하는 RRU 프레임들을 다중화하여, 다수의 상기 RRU
프레임들을 트위스티드 페어 케이블을 사용하는 상기 이더넷을 통해 상기 DMU로 직렬로 송신하며,

상기 DMU는 상기 RRU 허브장치로부터 수신되는 상기 RRU 프레임들을 디프레이밍하고 디스프레이밍된 신호를 상기
BSC로 송신함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통신 기지국 시스템.

청구항 15.

제14항에 있어서, 상기 적어도 하나의 RRU 허브장치와 상기 다수의 RRU들 중 하나 사이에 트위스티드 페어 케이블을 사
용하는 상기 이더넷을 통해 연결되는 적어도 하나의 RRU 중계기를 더 구비하며, 상기 RRU중계기는 상기 적어도 하나의
RRU 허브장치와 상기 다수의 RRU들 중 상기 하나 사이에 전송되는 상기 RRU 프레임을 복원, 파형 정형 및 증폭함을 특징
으로 하는 이동통신 기지국 시스템.

청구항 16.

제1항에 있어서, 상기 DMU는,

상기 BSC로부터 상기 이동통신 단말기로 전송할 상기 신호를 수신하여 복조된 베이스밴드 트래픽 데이터를 생성하는 베
이스밴드 변복조부와,

상기 베이스밴드 트래픽 데이터를 수신하여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메모리에 일시 저장하였다가 직렬로 출력하는 데이터
수신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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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데이터 수신부에서 출력되는 상기 베이스밴드 트래픽 데이터를 수신하여 상기 전송 프레임 포맷에 따라 상기 다수의
RRU 프레임들을 연속되게 생성하는 프레임 포맷팅부와,

상기 RRU 프레임들을 4B/5B 부호화하여 4B/5B 부호화된 RRU프레임들을 출력하는 인터페이스 변환부와,

상기 4B/5B 부호화된 RRU 프레임들을 트위스티드 페어 케이블을 사용하는 상기 이더넷을 통해 상기 적어도 하나의 RRU
허브장치로 전송하기 위해 라인 부호화하는 이더넷 드라이버를 구비함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통신 기지국 시스템.

청구항 17.

제14항에 있어서, 상기 DMU는,

상기 RRU 허브장치로부터 수신되는 상기 RRU 프레임들을 라인 복호화하여 라인 복호화된 신호들을 출력하는 이더넷 드
라이버와,

상기 라인 복호화된 신호들을 4B/5B 복호화하여 4B/5B 복호화된 RRU 프레임들을 출력하는 인터페이스 변환부와,

상기 4B/5B 복호화된 RRU 프레임들을 상기 전송 프레임 포맷에 따라 디프레이밍하여 베이스밴드 트래픽 데이터를 출력
하는 프레임 포맷팅부와,

상기 베이스밴드 트래픽 데이터를 수신하여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메모리에 일시 저장하였다가 출력하는 데이터 수신부
와,

상기 베이스밴드 트래픽 데이터를 수신하여 상기 BSC로 전송할 변조된 베이스밴드 트래픽 데이터를 생성하는 베이스밴드
변복조부를 구비함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통신 기지국 시스템.

청구항 18.

제16항에 있어서, 상기 DMU는, 시각 및 클럭 정보를 수신하여 그에 동기한 전송 클럭 신호를 발생하는 GPS(Global
Positioning System) 유니트를 더 구비하고, 상기 전송 클럭 신호에 동기하여 데이터를 처리 및 송신함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통신 기지국 시스템.

청구항 19.

제18항에 있어서, 상기 전송 클럭 신호는 100Base-T 규격에 따른 25㎒의 주파수를 가짐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통신 기지
국 시스템.

청구항 20.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적어도 하나의 RRU 허브장치는,

트위스티드 페어 케이블을 사용하는 상기 이더넷을 통해 상기 DMU로부터 수신되는 상기 다수의 상기 RRU 프레임들을 구
비하는 신호를 라인 복호화하여 라인 복호화된 신호를 출력하는 제1 이더넷 드라이버와,

상기 라인 복호화된 신호를 4B/5B 복호화하여 상기 RRU프레임들을 출력하는 제1 인터페이스 변환부와,

상기 제1 인터페이스 변환부에서 출력되는 상기 RRU 프레임들을 상기 전송 프레임 포맷에 따라 디프레이밍하여 디프레이
밍된 데이터를 출력하는 제1 프레임 포맷팅부와,

상기 디프레이밍된 데이터를 다수의 RRU 접속부들에 분배하는 다중화부와,

각각 상기 RRU들 중 하나에 대응되게 접속되고, 상기 다중화부로부터 수신되는 상기 디프레이밍된 데이터를 상기 RRU 프
레임들을 출력하기 위해 상기 전송 프레임 포맷에 따라 프레이밍하며, 상기 출력 RRU 프레임들을 4B/5B 부호화하며, 상
기 트위스티드 페어 케이블을 사용하는 상기 이더넷을 통해 상기 RRU들 중 상기 대응되는 하나에 전송하기 위해 상기 4B/
5B 부호화된 RRU프레임들을 라인 부호화하는 상기 RRU 접속부와,

상기 다중화부의 분배를 제어하는 RRU 허브 제어부를 구비함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통신 기지국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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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21.

제20항에 있어서, 상기 RRU 접속부들 각각은,

상기 다중화부로부터 수신되는 상기 디프레이밍된 데이터를 상기 RRU 프레임들을 출력하기 위해 상기 전송 프레임 포맷
에 따라 프레이밍하는 제2 프레임 포맷팅부와,

상기 제2 프레임 포맷팅 부로부터 수신되는 상기 출력 RRU프레임들을 4B/5B 부호화하는 제2 인터페이스 변환부와,

상기 4B/5B 부호화된 RRU프레임들을 상기 트위스티드 페어 케이블을 사용하는 상기 이더넷을 통해 상기 RRU들 중 상기
대응하는 하나에 전송하기 위해 라인 부호화하는 제2 이더넷 드라이버를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통신 기지국 시스
템.

청구항 22.

제14항에 있어서, 상기 적어도 하나의 RRU허브장치는,

상기 RRU들 중 대응하는 하나에 접속되는 다수의 RRU접속부와,

상기 RRU 접속부 각각은,

상기 RRU로부터 수신되는 상기 RRU 프레임들을 라인 복호화하여 라인 복호화된 신호들을 출력하는 제2 이더넷 드라이버
와,

상기 라인 복호화된 신호들을 4B/5B 복호화하여 4B/5B 복호화된 RRU 프레임들을 출력하는 제2 인터페이스 변환부와,

상기 4B/5B 복호화된 RRU 프레임들을 상기 전송 프레임 포맷에 따라 디프레이밍하여 트래픽 데이터를 출력하는 제2 프
레임 포맷팅부를 포함하고,

RRU 허브 제어부에 의해 제어되며 상기 제2 프레임 포맷팅부로부터 출력되는 상기 트래픽 데이터를 다중화하여 다중화된
데이터를 출력하는 다중화부와,

상기 다중화된 데이터로부터 상기 전송 프레임 포맷에 따라 다수의 RRU 프레임들을 연속되게 생성하는 제1 프레임 포맷
팅부와,

상기 RRU 프레임들을 4B/5B 부호화하여 4B/5B 부호화된 RRU프레임들을 출력하는 제1 인터페이스 변환부와,

상기 4B/5B 부호화된 RRU프레임들을 상기 트위스티드 페어 케이블을 사용하는 상기 이더넷을 통해 상기 DMU로 전송하
기 위해 라인 부호화하는 제1 이더넷 드라이버를 구비함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통신 기지국 시스템.

청구항 2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RRU들 각각은,

트위스티드 페어 케이블을 사용하는 상기 이더넷을 통해 상기 RRU 허브장치로부터 수신되는 상기 다수의 상기 RRU프레
임들을 구비하는 신호를 라인 부호화하여 라인 부호화된 신호를 출력하는 이더넷 드라이버와,

상기 라인 부호화된 신호를 4B/5B 디코딩하여 상기 RRU프레임들을 출력하는 인터페이스 변환부와,

상기 인터페이스 변환부로부터 출력되는 상기 RRU 프레임들을 상기 전송 프레임 포맷에 따라 디프레이밍하여 베이스밴드
의 트래픽 데이터를 출력하는 프레임 포맷팅부와,

상기 프레임 포맷팅부로부터 수신되는 베이스밴드의 트래픽 데이터를 IF(Intermediate Frequency) 신호로 변환하는 IF
처리부와,

상기 IF 신호를 RF 신호로 변조하여 상기 RF 신호를 안테나를 통해 상기 이동통신 단말기로 송신하는 RF 처리부를 구비함
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통신 기지국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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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24.

제14항에 있어서, 상기 RRU들 각각은,

상기 이동통신 단말기에서 송신되는 상기 RF 신호를 수신하여 IF(Intermediate Frequency) 신호로 변환하는 RF 처리부
와,

상기 RF 처리부로부터 수신되는 상기 IF 신호를 베이스밴드의 트래픽 데이터로 변환하는 IF 처리부와,

상기 베이스밴드의 트래픽 데이터를 상기 전송 프레임 포맷에 따라 RRU 프레임으로 변환하는 프레임 포맷팅부와,

상기 RRU 프레임을 4B/5B 부호화하여 4B/5B 부호화된 RRU 프레임을 출력하는 인터페이스 변환부와,

상기 4B/5B 부호화된 RRU 프레임을 트위스티드 페어 케이블을 사용하는 상기 이더넷을 통해 전송하기 위해 라인 부호화
하는 이더넷 드라이버를 구비함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통신 기지국 시스템.

청구항 25.

제20항에 있어서,

상기 DMU는, 시각 및 클럭 정보를 수신하여 그에 동기한 전송 클럭 신호를 발생하는 GPS(Global Positioning System)
유니트를 더 구비하고, 상기 전송 클럭 신호에 동기하여 데이터를 처리 및 송신하며,

상기 적어도 하나의 RRU 허브장치는, 상기 DMU로부터 수신되는 상기 RRU 프레임들로부터 상기 제1 이더넷 드라이버에
의해 추출되는 클럭 신호로부터 복원된 전송 클럭을 발생하는 PLL(Phase Locked Loop) 클럭 복원부를 더 구비하며, 상
기 복원된 전송 클럭 신호는 상기 제1 인터페이스 변환부, 상기 제1 프레임 포맷팅부 및 상기 RRU 접속부들에 인가됨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통신 기지국 시스템.

청구항 26.

제25항에 있어서, 상기 전송 클럭 신호와 상기 복원된 전송 클럭 신호는 100Base-T 규격에 따른 25㎒의 주파수를 가짐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통신 기지국 시스템.

청구항 27.

제23항에 있어서,

상기 DMU는, 시각 및 클럭 정보를 수신하여 그에 동기한 전송 클럭 신호를 발생하는 GPS(Global Positioning System)
유니트를 더 구비하고, 상기 전송 클럭 신호에 동기하여 데이터를 처리 및 송신하며,

상기 RRU들 각각은, 상기 RRU 허브장치로부터 수신되는 상기 RRU 프레임들로부터 상기 이더넷 드라이버에 의해 추출되
는 클럭 신호로부터 복원된 전송 클럭을 발생하는 PLL(Phase Locked Loop) 클럭 복원부를 더 구비하며, 상기 복원된 전
송 클럭 신호는 상기 인터페이스 변환부, 상기 프레임 포맷팅부, 상기 IF 처리부 및 상기 RF 처리부에 인가됨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통신 기지국 시스템.

청구항 28.

제27항에 있어서, 상기 전송 클럭 신호와 상기 복원된 전송 클럭 신호는 100Base-T 규격에 따른 25㎒의 주파수를 가짐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통신 기지국 시스템.

청구항 29.

제1항에 있어서,

트위스티드 페어 케이블을 사용하는 상기 이더넷을 통해 상기 적어도 하나의 RRU 허브장치와 상기 다수의 RRU들 중 하나
사이에 연결되는 적어도 하나의 RRU중계기를 더 구비하며,

상기 RRU 중계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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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트위스티드 페어 케이블을 통해 상기 RRU 허브장치로부터 수신되는 상기 다수의 상기 RRU프레임들을 구비하는 신
호를 라인 복호화하여 라인 복호화된 신호를 출력하는 제1 이더넷 드라이버와,

상기 제1 이더넷 드라이버의 상기 라인 복호화된 신호 출력을 복원, 파형 정형 및 증폭하여 증폭된 데이터를 출력하는 트
래픽 쉐이퍼와,

상기 증폭된 데이터를 라인 부호화하는 제2 이더넷 드라이버를 구비함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통신 기지국 시스템.

청구항 30.

제29항에 있어서,

상기 DMU는, 시각 및 클럭 정보를 수신하여 그에 동기한 전송 클럭 신호를 발생하는 GPS(Global Positioning System)
유니트를 더 구비하고, 상기 전송 클럭 신호에 동기하여 데이터를 처리 및 송신하며,

상기 RRU 중계기는, 상기 RRU 허브장치로부터 수신되는 상기 RRU프레임들로부터 상기 제1 이더넷 드라이버에 의해 추
출되는 클럭 신호로부터 복원된 전송 클럭을 발생하는 PLL(Phase Locked Loop) 클럭 복원부를 더 구비하며, 상기 복원
된 전송 클럭 신호는 상기 트래픽 쉐이퍼 및 상기 제2 이더넷 드라이버에 인가됨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통신 기지국 시스
템.

청구항 31.

제30항에 있어서, 상기 전송 클럭 신호와 상기 복원된 전송 클럭 신호는 100Base-T 규격에 따른 25㎒의 주파수를 가짐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통신 기지국 시스템.

청구항 32.

제14항에 있어서,

트위스티드 페어 케이블을 사용하는 상기 이더넷을 통해 상기 적어도 하나의 RRU 허브장치와 상기 다수의 RRU들 중 하나
사이에 연결되는 적어도 하나의 RRU중계기를 더 구비하며,

상기 RRU 중계기는,

상기 트위스티드 페어 케이블을 통해 RRU로부터 수신되는 상기 다수의 상기 RRU 프레임들을 구비하는 신호를 라인 복호
화하여 라인 복호화된 신호를 출력하는 제2 이더넷 드라이버와,

상기 제2 이더넷 드라이버의 상기 라인 복호화된 신호 출력을 복원, 파형 정형 및 증폭하여 증폭된 데이터를 출력하는 트
래픽 쉐이퍼와,

상기 증폭된 데이터를 라인 부호화하는 제1 이더넷 드라이버를 구비함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통신 기지국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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