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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양방향 동축케이블 통신 네트워크는 원격지에서 이웃한 가입자 건물 위치까지 연장되고 분리 주파수 대역에 의해 분

리되는 각각의 주파수 스펙트럼을 따라서 반대 방향으로 트래픽을 전달하는 적어도 하나의 양방향 동축케이블을 포

함하고, 상기 이웃한 가입자 건물 위치에서 상기 가입자 건물에 있는 적어도 하나의 아울렛에까지 연장되고 상기 분리

주파수 대역을 따라서 트래픽을 전달하는 적어도 하나의 양방향 동축케이블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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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은 동축케이블 통신에 관한 것이며 특히 동축케이블 통신 네트워크와 월 아울렛(wall outlets)에 관한 것이다.

배경기술

출원인은 '케이블랜(CableRAN)'이라는 명칭으로, 2001년 02월 13일자로 출원된 미국 가특허출원번호 60/268610

과, '동축케이블을 통한 케이블랜 네트워킹(CableRAN Networking Over Coaxial Cables)'이라는 명칭으로, 2001년

05월 18일자로 출원된 미국 특허출원번호 09/860238, 및 '동축케이블을 통한 케이블랜 홈 네트워킹(CableRAN Ho

me Networking Over Coaxial Cables)'이라는 명칭으로, 2001년 05월 18일자로 출원된 미국 특허출원번호 09/860

239의 우선권을 주장한다.

이하의 미국 특허들은 현재의 기술 상태를 대표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미국 특허 3836888; 4413229; 5343240; 5440335; 5796739; 5805806; 5822677; 5822678; 5845190; 589655

6; 5917624; 5963844; 6081519.

발명의 상세한 설명

본 발명은 개선된 양방향 동축케이블 통신 네트워크와 그 구성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라서 제공되는 양방향 동축케이블 통신 네트워크는 원격지에서 이웃한 가입자 건물 

위치까지 연장되고 분리 주파수 대역에 의해 분리되는 각각의 주파수 스펙트럼을 따라서 반대 방향으로 트래픽을 전

달하는 적어도 하나의 양방향 동축케이블을 포함하고, 상기 이웃한 가입자 건물 위치에서 상기 가입자 건물에 있는 

적어도 하나의 아울렛에까지 연장되고 상기 분리 주파수 대역을 따라서 트래픽을 전달하는 적어도 하나의 양방향 동

축케이블을 포함한다.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라서 또 제공되는 양방향 동축케이블 통신 네트워크는 원격지에서 이웃한 가입자 건

물 위치까지 연장되고 반대 방향으로 트래픽을 전달하는 적어도 하나의 통신 링크를 포함하고, 상기 이웃한 가입자 

건물 위치에서 상기 가입자 건물에 있는 적어도 하나의 아울렛에까지 연장되고 제1주파수 대역을 따라서 DBS 텔레

비전 트래픽을 전달하는 상기 제1주파수 대역 밖의 제2주파수 대역을 따라서 다른 트래픽을 전달하는 적어도 하나의 

양방향 동축케이블을 포함한다.

게다가,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상기 아울렛은 적어도 하나의 동축케이블과 연결하기 위한 동축케이블 소

켓을 포함한다.

부가적으로 또는 양자 택일로 상기 아울렛은 유니버설 시리얼 버스 어댑터 회로를 경유하여 상기 동축케이블에 연결

되는 무전력 유니버설 시리얼 버스(USB) 아울렛을 포함한다.

더욱이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상기 아울렛은 IEEE 1394 파이어와이어(firewire) 어댑터 회로를 경유하

여 상기 동축케이블에 연결되는 무전력 IEEE 1394 파이어와이어 아울렛을 포함한다.

부가적으로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상기 동축케이블은 RF신호를 전달한다.

더군다나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상기 아울렛은 월 아울렛(wall outlet)을 포함한다.

게다가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상기 네트워크는 상기 동축케이블에 연결되는 적외선 트랜시버를 또 포함

한다.

더욱이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상기 네트워크는 상기 동축케이블에 연결되는 블루투스(Bluetooth) 트랜

시버를 또 포함한다.

부가적으로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상기 네트워크는 상기 동축케이블에 연결되는 무선 RF 트랜시버를 또

포함한다.

더군다나 상기 분리 주파수 대역을 따라서 전달되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상기 트래픽은 VSAT 트래픽

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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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상기 다른 트래픽은 광대역 데이터 트래픽을 포함한다.

본 발명의 다른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라서 제공되는 양방향 동축케이블 통신 네트워크는 동축케이블과 상기 동축케

이블에 연결되는 적외선 트랜시버를 포함한다.

게다가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상기 동축케이블은 RF 신호를 전달한다.

더군다나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상기 네트워크는 상기 동축케이블에 연결되는 블루투스 트랜시버를 또 

포함한다.

부가적으로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상기 네트워크는 상기 동축케이블에 연결되는 무선 RF 트랜시버를 또

포함한다.

본 발명의 또 다른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라서 또 제공되는 양방향 동축케이블 통신 네트워크는 동축케이블과 상기 동

축케이블에 연결되는 블루투스 트랜시버를 포함한다.

게다가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상기 동축케이블은 RF 신호를 전달한다.

게다가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상기 네트워크는 상기 동축케이블에 연결되는 RF 트랜시버를 또 포함한다

.

본 발명의 다른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라서 또 제공되는 양방향 동축케이블 통신 네트워크는 동축케이블과 상기 동축

케이블에 연결되는 RF 트랜시버를 포함한다.

게다가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상기 동축케이블은 RF 신호를 전달한다.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라서 더 제공되는 양방향 동축케이블 통신 네트워크는 케이블과, 유니버설 시리얼 버

스 어댑터 회로를 경유하여 상기 케이블에 연결되는 무전력 유니버설 시리얼 버스 아울렛을 포함한다.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라서 또 제공되는 양방향 동축케이블 통신 네트워크는 케이블과, IEEE 1394 파이어

와이어 어댑터 회로를 경유하여 상기 동축케이블에 연결되는 무전력 IEEE 1394 파이어와이어 아울렛을 포함한다.

게다가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상기 케이블은 RF 신호를 전달한다.

더군다나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상기 네트워크는 상기 케이블에 연결되는 적외선 트랜시버를 또 포함한

다.

게다가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상기 네트워크는 상기 케이블에 연결되는 블루투스 트랜시버를 또 포함한

다.

더욱이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상기 네트워크는 상기 케이블에 연결되는 RF 트랜시버를 또 포함한다.

본 발명의 또 다른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라서 제공되는 다기능 아울렛은 동 축케이블과 연결하기 위한 동축케이블 소

켓과, 유니버설 시리얼 버스 어댑터 회로를 경유하여 상기 동축케이블에 연결되는 무전력 유니버설 시리얼 버스 아울

렛을 포함한다.

본 발명의 또 다른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라서 제공되는 다기능 아울렛은 동축케이블과 연결하기 위한 동축케이블 소

켓과, IEEE 1394 파이어와이어 어댑터 회로를 경유하여 상기 동축케이블에 연결되는 무전력 IEEE 1394 파이어와이

어 아울렛을 포함한다.

본 발명의 또 다른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라서 제공되는 아울렛은 적어도 하나의 동축케이블과 연결하기 위한 동축케

이블 소켓과, 유니버설 시리얼 버스 어댑터 회로를 경유하여 상기 동축케이블에 연결되는 무전력 유니버설 시리얼 버

스 아울렛을 포함한다.

본 발명의 또 다른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라서 제공되는 아울렛은 적어도 하나의 동축케이블과 연결하기 위한 동축케

이블 소켓과, IEEE 1394 파이어와이어 어댑터 회로를 경유하여 상기 동축케이블에 연결되는 무전력 IEEE 1394 파

이어와이어 아울렛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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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의 다른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라서 제공되는 아울렛은 동축케이블과 연결하기 위한 동축케이블 소켓과, 상기 

동축케이블에 연결되는 적외선 트랜시버를 포함한다.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라서 또 제공되는 아울렛은 동축케이블과 연결하기 위한 동축케이블 소켓과, 상기 동

축케이블에 연결되는 블루투스 트랜시버를 포함한다.

본 발명의 또 다른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라서 또 제공되는 아울렛은 동축케이블과 연결하기 위한 동축케이블 소켓과,

상기 동축케이블에 연결되는 무선 RF 트랜시버를 포함한다.

게다가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상기 동축케이블은 RF 신호를 전달한다.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라서 제공되는 홈 네트워킹 시스템은 동축케이블링 전달 RF 트래픽과, 상기 동축케

이블링에 연결되는 복수의 아울렛을 포함한다.

더군다나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적어도 하나의 상기 아울렛은 적어도 하나의 동축케이블에 연결하기 위

한 동축케이블 소켓을 포함한다.

양자 택일로 적어도 하나의 상기 아울렛은 유니버설 시리얼 버스 어댑터 회로를 경유하여 상기 동축케이블링에 연결

되는 무전력 유니버설 시리얼 버스 아울렛 을 포함한다.

더군다나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적어도 하나의 상기 아울렛은 월 아울렛을 포함한다.

부가적으로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상기 홈 네트워킹 시스템은 상기 동축케이블링에 연결되는 적외선 트

랜시버를 또 포함한다.

더군다나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상기 홈 네트워킹 시스템은 상기 동축케이블링에 연결되는 무전력 IEEE

1394 트랜시버를 또 포함한다.

게다가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상기 홈 네트워킹 시스템은 상기 동축케이블링에 연결되는 블루투스 트랜

시버를 또 포함한다.

더욱이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상기 홈 네트워킹 시스템은 상기 동축케이블링에 연결되는 무선 RF 트랜

시버를 또 포함한다.

본 발명의 다른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라서 더 제공되는 홈 네트워킹 시스템은 동축케이블과 연결하기 위한 적어도 하

나의 동축케이블 소켓과, 상기 동축케이블에 연결되는 적어도 하나의 블루투스 트랜시버를 포함한다.

본 발명의 다른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라서 또 제공되는 홈 네트워킹 시스템은 동축케이블과 연결하기 위한 적어도 하

나의 동축케이블 소켓과, 상기 동축케이블에 연결되는 적어도 하나의 무선 RF 트랜시버를 포함한다.

본 발명의 또 다른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라서 또 제공되는 홈 네트워킹 시스템은 동축케이블과 연결하기 위한 적어도

하나의 동축케이블 소켓과, 상기 동축케이블에 연결되는 적어도 하나의 적외선 트랜시버를 포함한다.

게다가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상기 동축케이블은 RF 신호를 전달한다.

게다가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상기 홈 네트워킹 시스템은 상기 동축케이블에 연결되는 적외선 트랜시버

를 또 포함한다.

더군다나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상기 홈 네트워킹 시스템은 상기 동축케이블에 연결되는 블루투스 트랜

시버를 또 포함한다.

부가적으로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상기 홈 네트워킹 시스템은 상기 동축케이블에 연결되는 무선 RF 트

랜시버를 또 포함한다.

더욱이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상기 홈 네트워킹 시스템은 상기 동축케이블에 연결되는 IEEE 1394 트랜

시버를 또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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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의 다른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라서 더 제공되는 홈 네트워킹 시스템은 케이블에 연결하기 위한 적어도 하나의

케이블 커넥터와, 유니버설 시리얼 버스 어댑터 회로를 경유하여 상기 케이블 커넥터에 연결되는 적어도 하나의 무전

력 유니버설 시리얼 버스 아울렛을 포함한다.

본 발명의 또 다른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라서 더 제공되는 홈 네트워킹 시스 템은 케이블에 연결하기 위한 적어도 하

나의 케이블 커넥터와, 상기 케이블 커넥터에 연결되는 적어도 하나의 적외선 트랜시버를 포함한다.

본 발명의 다른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라서 제공되는 홈 네트워킹 시스템은 케이블에 연결하기 위한 적어도 하나의 케

이블 커넥터와, 상기 케이블 커넥터에 연결되는 적어도 하나의 블루투스 트랜시버를 포함한다.

본 발명의 또 다른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라서 더 제공되는 홈 네트워킹 시스템은 케이블에 연결하기 위한 적어도 하

나의 케이블 커넥터와, 상기 케이블 커넥터에 연결되는 적어도 하나의 IEEE 1394 트랜시버를 포함한다.

게다가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상기 홈 네트워킹 시스템의 상기 케이블 커넥터는 RF 신호를 전달한다.

더군다나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상기 홈 네트워킹 시스템은 상기 케이블 커넥터에 연결되는 적외선 트랜

시버를 또 포함한다.

부가적으로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상기 홈 네트워킹 시스템은 상기 케이블 커넥터에 연결되는 블루투스 

트랜시버를 또 포함한다.

더욱이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상기 홈 네트워킹 시스템은 상기 케이블 커넥터에 연결되는 무선 RF 트랜

시버를 또 포함한다.

게다가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상기 홈 네트워킹 시스템은 상기 케이블 커넥터에 연결되는 IEEE 1394 트

랜시버를 또 포함한다.

본 출원의 도처에서 사용되는 상기 '무선 RF'라는 용어는, 보다 바람직하게는 IEEE 802.11 표준에 적용되고 대체로 I

EEE 802.11A와 IEEE 802.11B 표준을 포함한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본 발명은 도면과 관련하여 해석되는 이하의 상세한 설명으로부터 이해되고 보다 더 충분히 인식될 것이다.

도 1a, 도 1b, 도 1c, 및 도 1d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라서 구성되어 작동하는 다양한 양방향 동축케이블 

통신 네트워크와 구성의 예시도.

도 2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라서 구성되어 작동하고 도 1의 상기 네트워크에서 유용한 미디어 액세스 스

위치를 간략하게 도시한 기능 블록 다이어그램.

도 3은 도 2의 미디어 액세스 스위치의 일부분을 간략하게 도시한 기능 블록 다이어그램.

도 4a, 도 4b, 도 4c, 및 도 4d는 도 3의 상기 회로의 작동을 간략하게 도시한 플로차트.

도 5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라서 구성되어 작동하는 다기능 아울렛을 도시한 예시도.

도 6은 도 5의 상기 다기능 아울렛의 실시예의 회로 구성 부분을 간략하게 도시한 기능 블록 다이어그램.

도 7은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라서 이용되는 전형적인 부가 대역뿐만 아니라 전형적인 종래의 양방향 동축 

통신 대역을 포함하는 전형적인 주파수 스펙트럼을 간략하게 나타내는 다이어그램.

실시예

지금은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라서 구성되어 작동하는 양방향 동축케이블 통신 네트워크와 구성의 예시도

인 도 1a를 참조한다. 도 1a에 나타낸 바와 같이, 전파 중계소(도시하지 않음)와 같은 원격지에서 참조 번호 12에 의

해 지정되는 이웃한 가입자 건물 위치까지 연장되고 분리 주파수 대역에 의해 분리되는 각각의 주파수 스펙트럼을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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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서 반대 방향으로 트래픽을 전달하는 적어도 하나의 양방향 동축케이블(10)을 포함하는 양방향 동축케이블 통신 

네트워크가 제공된다.

동축케이블(10)은 상기 위치(12)에서 도 2와 관련하여 이하에서 바람직한 실시예가 기술되는 미디어 액세스 스위치(

MAS; 16)로부터 입력신호를 수신하는 방향성 커플러(14) 안에서 바람직하게 끝을 이룬다. 미디어 액세스 스위치(16

)는 상기 방향성 커플러의 적당한 탭에 연결되는 동축 양방향 링크(18)를 경유하여 상기 방향성 커플러(14)에 바람직

하게 연결되고 임의의 적당한 양방향 데이터 링크(20)에 의해 데이터의 소스 및/또는 리시버에 연결된다.

바람직한 방향성 커플러(14)는 미국의 블론더-텅(Blonder-Tongue)사에서 상업적으로 입수할 수 있는 모델 ZCW 

또는 ZDC 방향성 커플러이다.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라서 적어도 하나의 양방향 동축케이블(22) 은 상기 위치(12)에 있는 방향성 커플러(

14)에서 상기 가입자 건물에 있는 적어도 하나의 아울렛(24)에까지 연장되고 상기 분리 주파수 대역을 따라서 트래픽

을 전달한다. 바람직한 아울렛(24)은 그 바람직한 실시예가 도 5와 도 6과 관련하여 이하에서 기술되는 다기능 아울

렛이다.

도 7은 전형적인 양방향 동축케이블 통신의 주파수 스펙트럼을 예시한다. 대체로 5-42MHz와 55-860MHz 대역은 

각각의 업스펙트럼과 다운스펙트럼 방향에서 종래의 동축케이블 통신용으로 사용된다.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라서 부가 업스펙트럼 대역(26)과 부가 다운스펙트럼 대역(28)은 변조기(206)와 증폭기(210)(도 2)로부터 각각 통

신을 전달하고 증폭기(212)와 복조기(208)로 각각 통신을 전달하기 위해 제공된다. 부가적으로 또는 양자 택일로 더 

나아가서 업스펙트럼과 다운스펙트럼 대역은 0-5MHz의 영역과 860MHz 이상의 영역으로 제공될 수 있다. 상기 네

트워크 시스템은 또한 종래에 사용되는 5-150MHz의 주파수에서 작동하는 것으로 인식된다.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라서 상기 가입자 건물안에서, 상기 네트워크는 그 안에서 적어도 하나의 동축케이블

(22)이 상기 동축케이블(22)에 연결되는 아울렛(24)과 같은 복수의 아울렛으로 RF 트래픽을 전달하는 홈 네트워킹 

시스템을 제공한다.

지금은 본 발명의 다른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라서 구성되어 작동하는 양방향 동축케이블 통신 네트워크와 구성의 예

시도인 도 1b를 참조한다. 도 1b에 나타낸 바와 같이, DBS 위성 방송 시스템의 바람직한 구성 부분인 위성 방송 수신

용 접시 안테나(31)에서 참조 번호 32에 의해 지정되는 이웃한 가입자 건물 위치까지 연장되는 적어도 하나의 양방향

동축케이블(30)을 포함하는 양방향 동축케이블 통신 네트워크가 제공된다.

케이블(30)은 상기 위치(32)에서 도 2와 관련하여 이하에서 바람직한 실시예가 기술되는 미디어 액세스 스위치(MAS

; 36)로부터 입력신호를 수신하는 방향성 커플러(34) 안에서 바람직하게 끝을 이룬다. 미디어 액세스 스위치(36)는 

상기 방향성 커플러의 적당한 탭에 연결되는 동축 양방향 링크(38)를 경유하여 상기 방향성 커플러에 바람직하게 연

결되고 임의의 적당한 양방향 데이터 링크(40)에 의해 데이터의 소스와 또는 리시버에 연결된다.

바람직한 데이터 커플러(34)는 미국의 블론더-텅(Blonder-Tongue)사에서 상업적으로 입수할 수 있는 모델 ZCW 

또는 ZDC 방향성 커플러이다.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라서 적어도 하나의 양방향 동축케이블(42)은 상기 위치(32)에 있는 방향성 커플러(

34)에서 상기 가입자 건물에 있는 적어도 하나의 아울렛(44)에까지 연장되고 상기 분리 주파수 대역을 따라서 트래픽

을 전달한다. 바람직한 아울렛(44)은 그 바람직한 실시예가 도 5와 도 6과 관련하여 이하에서 기술되는 다기능 아울

렛이다.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라서 상기 가입자 건물안에서, 상기 네트워크는 그 안에서 적어도 하나의 동축케이블

(42)이 상기 동축케이블(42)에 연결되는 아울렛(44)과 같은 복수의 아울렛으로 RF 트래픽을 전달하는 홈 네트워킹 

시스템을 제공한다.

지금은 본 발명의 또 다른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라서 구성되어 작동하는 양방향 동축케이블 통신 네트워크와 구성의 

예시도인 도 1c를 참조한다. 도 1c에 나타낸 바와 같이, VSAT 접시 안테나, LMDS CPE 또는 임의의 다른 적당한 터

미널과 같은 무선 데이터 링크 터미널(51)에서 참조 번호 52에 의해 지정되는 이웃한 가입자 건물 위치까지 연장되는

적어도 하나의 양방향 데이터 케이블(50)을 포함하는 양방향 동축케이블 통신 네트워크가 제공된다.

케이블(50)은 상기 위치(52)에서 도 2와 관련하여 이하에서 바람직한 실시예가 기술되는 미디어 액세스 스위치(MAS

; 56) 안에서 바람직하게 끝을 이룬다. 미디어 액세스 스위치(56)는 상기 가입자 건물에서 적어도 하나의 아울렛(64)

까지 연장되는 적어도 하나의 양방향 동축케이블(62)에 의해 바람직하게 연결된다. 바람직한 아울렛(64)은 그 바람직

한 실시예가 도 5와 도 6과 관련하여 이하에서 기술되는 다기능 아울렛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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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라서 상기 가입자 건물안에서, 상기 네트워크는 그 안에서 적어도 하나의 동축케이블

(62)이 상기 동축케이블(62)에 연결되는 아울렛(64)과 같은 복수의 아울렛으로 RF 트래픽을 전달하는 홈 네트워킹 

시스템을 제공한다.

지금은 본 발명의 더 또 다른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라서 구성되어 작동하는 양방향 동축케이블 통신 네트워크와 구성

의 예시도인 도 1d를 참조한다. 도 1d에 나타낸 바와 같이, FTTC(fiber to the curb) 터미널, DSL(digital subscriber

loop) CPE, E1/T1 모뎀 또는 케이블 모뎀과 같은 데이터 링크 터미널(71)에서 참조 번호 72에 의해 지정되는 이웃한

가입자 건물 위치까지 연장되는 적어도 하나의 양방향 데이터 케이블(70)을 포함하는 양방향 동축케이블 통신 네트

워크가 제공된다.

케이블(70)은 상기 위치(72)에서 도 2와 관련하여 이하에서 바람직한 실시예가 기술되는 미디어 액세스 스위치(MAS

; 76) 안에서 바람직하게 끝을 이룬다. 미디어 액세스 스위치(76)는 상기 가입자 건물에서 적어도 하나의 아울렛(84)

까지 연장되는 적어도 하나의 양방향 동축케이블(82)에 의해 바람직하게 연결된다. 바람직한 아울렛(64)은 그 바람직

한 실시예가 도 5와 도 6과 관련하여 이하에서 기술되는 다기능 아울렛이다.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라서 상기 가입자 건물안에서, 상기 네트워크는 그 안에서 적어도 하나의 동축케이블

(82)이 상기 동축케이블(82)에 연결되는 아울렛(84)과 같은 복수의 아울렛으로 RF 트래픽을 전달하는 홈 네트워킹 

시스템을 제공한다.

지금은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라서 구성되어 작동하고 도 1a, 도 1b, 도 1c, 및 도 1d의 상기 네트워크에서 

유용한 미디어 액세스 스위치를 간략하게 도시한 기능 블록 다이어그램인 도 2를 참조한다. 도 2에 나타낸 바와 같이,

이 더넷 또는 ATM 데이터 링크와 같은 데이터 링크(200)는 전파 중계소 또는 ISP 스위치와 같은 원격지에서 미국 캘

리포니아주 산타 클라라의 3COM사에서 상업적으로 입수할 수 있는 SUPERSTACK 3 R 허브 또는 스위치와 같은 스

위치나 허브 또는 라우터(202)까지 연장된다. 상기 데이터 링크를 경유하여 수신되는 데이터는, 스위치나 허브 또는 

라우터(202)를 경유하여 MAS 로직(204)으로 전달된다. MAS 로직(204)의 바람직한 실시예는 도 3과 관련하여 이하

에서 기술된다.

MAS 로직(204)은 각각 210과 212로 지정되는 증폭기를 경유하여 각각 연결되는 변조기(206) 및 복조기(208)를 도 

1a와 도 1b의 상기 실시예에 있는 각각의 방향성 커플러 14 또는 34와 같은 방향성 커플러의 탭 포트로 연결하거나, 

도 1c와 도 1d의 상기 실시예에 있는 각각의 케이블 62 또는 82와 같은 동축케이블로 직접 연결한다.

지금은 상기 MAS 로직(204)을 간략하게 도시한 기능 블록 다이어그램인 도 3을 참조한다. 도 3에 나타낸 바와 같이,

상기 MAS 로직(204)은 네트워크 관리 로직 회로(302)와 RF 관리 로직 회로(304)에 연결되는 브리지 로직 회로(300

)를 포함한다. 스위치(202)(도 2)로부터 수신되는 데이터는 대체로 브리지 로직 회로(300)에 의해 분석된다. 네트워

크 관리에 관한 데이터 부분은 네트워크 관리 로직 회로(302)로 제공되고 RF 관리에 관한 데이터 부분은 RF 관리 로

직 회로(304)로 제공된다. 데이터는 RF 드라이버(306)를 경유하여 상기 브리지 로직 회로(300)에서 변조기(206)(도 

2)로 출력된다.

마찬가지로, 복조기(208)(도 2)로부터 수신되는 데이터는 대체로 브리지 로직 회로(300)에 의해 분석된다. 네트워크 

관리에 관한 데이터 부분은 네트워크 관리 로직 회로(302)로 제공되고 RF 관리에 관한 데이터 부분은 RF 관리 로직 

회로(304)로 제공된다. 데이터는 상기 브리지 로직 회로(300)에서 스위치(202)(도 2)로 출력된다.

네트워크 관리 로직 회로(302)는 상기 시스템 내에서의 제어와 상태 보고를 바람직하게 처리하고 대체로 표준 SNMP

프로토콜을 이용하여 작동한다.

회로(302)는 상기한 바와 같은 스위치(202)로부터 수신되는 것과 같은 패킷을 디코딩 하도록 작동되고 그 안에 포함

된 정보를 기초로 하여 액션들을 취하도록 작동된다. 상기 네트워크 관리 로직 회로(302)는 또한 정보를 수집하고 다

양한 아울렛을 구성하도록 작동된다.

MAS 로직 회로(204)의 작동에 대한 더 상세한 설명은 도 4 내지 도 4d에 나타낸 플로차트와 관련하여 이하에서 설

명된다. 도 4a에 나타낸 바와 같이, 패킷이 상기 브리지 로직 회로(300)에 의해 스위치(202)(도 2)로부터 수신될 때, 

상기 패킷의 목적지 어드레스(DA; destination address)가 분석된다. 만약 상기 목적지 어드레스가 방송 어드레스이

면, 상기 패킷은 네트워크 관리 로직 회로(302)(도 3)로 전달되고 상기 RF 드라이버(306)(도 3)로 전달된다.

만약 상기 목적지 어드레스가 브리지 어드레스이면, 상기 패킷은 단지 상기 네트워크 관리 로직 회로(302)(도 3)로만 

전달된다.

만약 상기 목적지 어드레스가 브리지 어드레스와 방송 어드레스와는 다른 것 이면, 상기 패킷은 단지 상기 RF 드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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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306)로만 전달된다.

도 4b에 나타낸 바와 같이, 패킷이 상기 브리지 로직 회로(300)에 의해 네트워크 관리 로직 회로(302)(도 3)로부터 

수신될 때, 상기 패킷의 목적지 어드레스(DA)가 분석된다. 만약 상기 목적지 어드레스가 방송 어드레스이면, 상기 패

킷은 스위치(202)(도 2)로 전달되고 상기 RF 드라이버(306)로 전달된다.

만약 상기 목적지 어드레스가 아울렛 어드레스이면, 상기 패킷은 단지 상기 RF 드라이버(306)로만 전달된다.

만약 상기 목적지 어드레스가 방송 어드레스도 아니고 아울렛 어드레스도 아니면, 상기 패킷은 단지 스위치(202)로만

전달된다.

도 4c에 나타낸 바와 같이, 패킷이 상기 브리지 로직 회로(300)에 의해 RF 관리 로직 회로(304)(도 3)로부터 수신될 

때, 상기 패킷은 단지 상기 RF 드라이버(306)로만 전달된다.

도 4d에 나타낸 바와 같이, 데이터가 상기 브리지 로직 회로(300)에 의해 RF 드라이버(306)로부터 수신될 때, 상기 

데이터가 RF 제어 헤더를 가지고 있으면, 그 데이터는 상기 RF 관리 로직 회로(304)(도 3)로 전송된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패킷이 상기 수신된 데이터로부터 추출되고 상기 패킷의 목적지 어드레스가 분석된다. 만약 상기 목적지 어

드레스가 방송 어드레스이면, 상기 패킷은 네트워크 관리 로직 회로(302)(도 3), 스위치(202)(도 2)로 전달되고 상기 

RF 드라이버(306)로 전달된다.

만약 상기 목적지 어드레스가 브리지 어드레스이면, 상기 패킷은 단지 상기 네트워크 관리 로직 회로(302)로만 전달

된다.

만약 상기 목적지 어드레스가 아울렛 어드레스이면, 상기 패킷은 단지 상기 RF 드라이버(306)로만 전달된다.

만약 상기 목적지 어드레스가 방송 어드레스도 아니고 아울렛 어드레스도 아니면, 상기 패킷은 단지 스위치(202)로만

전달된다.

지금은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라서 구성되어 작동하고 도 1a 내지 도 1d의 상기 네트워크에서 유용한 다기

능 아울렛(520)의 예시도인 도 5를 참조한다.

바람직하게, 아울렛(520)은 벽안에 에워싸이거나 그 베이스보드를 따라서 확장되는 동축케이블(522)에 연결된다. 도

6에 예시되어 있는 상기 아울렛 내부의 회로(523)는, 상기 동축케이블(522)을 대체로 TV 동축케이블 소켓(524), 블

루투스 인터페이스(525), 무선 RF 인터페이스(526), USB(universal serial bus) 또는 USB/2 커넥터(527), IEEE 13

94 파이어와이어(529), 및 확산 IR 인터페이스와 같은 IR 인터페이스(528)를 포함하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복수의 

커넥터 또는 인터페이스에 연결한다.

지금은 아울렛 회로(523)(도 3)의 바람직한 실시예의 예시도인 도 6을 참조한다. 방향성 커플러(600)는 동축케이블(

522)(도 5)에 연결되는 출력(OUT) 포트를 가지고 TV 동축케이블 소켓(524)에 연결되는 입력(IN) 포트를 가지도록 

바람직하게 연결된다. 커플러(600)의 바람직한 실시예는 미국의 블론더-텅(Blonder-Tongue)사에서 상업적으로 입

수할 수 있는 모델 ZCW 또는 ZDC 방향성 커플러이다.

상기 방향성 커플러(600)의 탭(TAP) 포트는 두 갈래로 나누어져 대역 통과 필터 602와 604에 연결된다. 상기 필터 

602와 604의 통과 대역은 대체로 양방향에서 5-150MHz이다. 상기 필터 602의 출력신호는 자동이득제어(AGC)회

로(606)와 A-D컨버터(608)를 경유하여 복조기(610)로 전달되고 나서 적당한 패킷 내의 출력신호를 USB, IR, 블루

투스, IEEE 1394 파이어와이어, 및 무선 RF를 위하여 각각 적당한 포맷으로 인캡슐레이팅 하는 데이터 변환기(612)

로 전달된다. 그리고 나서 상기 적당한 패킷은 블루투스 인터페이스(525), 무선 RF 인터페이스(526), USB 또는 USB

/2 커넥터(527), IEEE 1394 파이어와이어(529), 및 IR 인터페이스(528)를 경유하여 전송된다.

블루투스 인터페이스(525), 무선 RF 인터페이스(526), USB 또는 USB/2 커넥터(527), IEEE 1394 파이어와이어(52

9), 및 IR 인터페이스(528)를 경유하여 데이터 변환기(612)에 의해 수신되는 입력신호는 디캡슐레이팅 처리되어 변

조기(614)로 전달되고 나서 D-A컨버터(616), 증폭기(618), 및 대역 통과 필터(604)를 경유하여 상기 방향성 커플러(

600)의 탭 포트로 전달된다.

산업상 이용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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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이 이상에서 자세히 보여지고 설명된 것에 의해 한정되지 않는다는 것은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

의 지식을 가진 자에 의해 인식될 것이 다. 오히려 본 발명의 범위는 이상에서 설명된 다양한 특징들의 결합과 부결합

(subcombination) 뿐만 아니라 종래 기술에는 존재하지 않고 상기 명세서를 읽는 것을 바탕으로 당업자에 의해 생각

이 날 수 있는 변화와 변경을 포함한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원격지에서 이웃한 가입자 건물 위치까지 연장되고 분리 주파수 대역에 의해 분리되는 각각의 주파수 스펙트럼을 따

라서 반대 방향으로 트래픽을 전달하는 적어도 하나의 양방향 동축케이블; 및

상기 이웃한 가입자 건물 위치에서 상기 가입자 건물에 있는 적어도 하나의 아울렛에까지 연장되고 상기 분리 주파수

대역을 따라서 트래픽을 전달하는 적어도 하나의 양방향 동축케이블을 포함하는 양방향 동축케이블 통신 네트워크.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아울렛은 적어도 하나의 동축케이블에 연결되기 위한 동축케이블 소켓을 포함하는 양방향 동

축케이블 통신 네트워크.

청구항 3.
제 1 항 또는 제 2 항에 있어서, 상기 아울렛은 유니버설 시리얼 버스 어댑터 회로를 경유하여 상기 동축케이블에 연

결되는 무전력 유니버설 시리얼 버스 아울렛을 포함하는 양방향 동축케이블 통신 네트워크.

청구항 4.
상기 청구항들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아울렛은 IEEE 1394 어댑터 회 로를 경유하여 상기 동축케이블에 연결

되는 무전력 IEEE 1394 아울렛을 포함하는 양방향 동축케이블 통신 네트워크.

청구항 5.
상기 청구항들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동축케이블은 RF 신호를 전달하는 양방향 동축케이블 통신 네트워크.

청구항 6.
상기 청구항들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아울렛은 월 아우렛(wall outlet)을 포함하는 양방향 동축케이블 통신 네

트워크.

청구항 7.
상기 청구항들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동축케이블에 연결되는 적외선 트랜시버를 더 포함하는 양방향 동축케

이블 통신 네트워크.

청구항 8.
상기 청구항들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동축케이블에 연결되는 블루투스 트랜시버를 더 포함하는 양방향 동축

케이블 통신 네트워크.

청구항 9.
상기 청구항들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동축케이블에 연결되는 무선 RF 트랜시버를 더 포함하는 양방향 동축케

이블 통신 네트워크.

청구항 10.
상기 청구항들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트래픽은 VSAT 트래픽을 포함하는 상기 분리 주파수 대역을 따라서 전

달되는 양방향 동축케이블 통신 네트워크.

청구항 11.
원격지에서 이웃한 가입자 건물 위치까지 연장되고 반대 방향으로 트래픽을 전달하는 적어도 하나의 통신 링크; 및

상기 이웃한 가입자 건물 위치에서 상기 가입자 건물에 있는 적어도 하나의 아울렛에까지 연장되고 제1주파수 대역을

따라서 DBS 텔레비전 트래픽을 전달하고 상기 제1주파수 대역 밖의 제2주파수 대역을 따라서 다른 트래픽을 전달하

는 적어도 하나의 양방향 동축케이블을 포함하는 양방향 동축케이블 통신 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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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2.
제 11 항에 있어서, 상기 다른 트래픽은 광대역 데이터 트래픽을 포함하는 양방향 동축케이블 통신 네트워크.

청구항 13.
제 11 항 또는 제 12 항에 있어서, 상기 아울렛은 적어도 하나의 동축케이블에 연결하기 위한 동축케이블 소켓을 포

함하는 양방향 동축케이블 통신 네트워크.

청구항 14.
제 11 항 내지 제 13 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아울렛은 유니버설 시리얼 버스 어댑터를 경유하여 상기 동축

케이블에 연결되는 무전력 유니버설 시리얼 버스 어댑터 아울렛을 포함하는 양방향 동축케이블 통신 네트워크.

청구항 15.
제 11 항 내지 제 14 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아울렛은 IEEE 1394 어댑터 회로를 경유하여 상기 동축케이블

에 연결되는 무전력 IEEE 1394 아울렛을 포함하는 양방향 동축케이블 통신 네트워크.

청구항 16.
제 11 항 내지 제 15 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동축케이블은 RF 신호를 전달하는 양방향 동축케이블 통신 네

트워크.

청구항 17.
제 11 항 내지 제 16 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아울렛은 월 아울렛을 포함하는 양방향 동축케이블 통신 네트

워크.

청구항 18.
제 11 항 내지 제 17 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동축케이블에 연결되는 적외선 트랜시버를 더 포함하는 양방향

동축케이블 통신 네트워크.

청구항 19.
제 11 항 내지 제 18 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동축케이블에 연결되는 블루투스 트랜시버를 더 포함하는 양방

향 동축케이블 통신 네트워크.

청구항 20.
제 11 항 내지 제 19 항에 있어서, 상기 동축케이블에 연결되는 무선 RF 트랜시버를 더 포함하는 양방향 동축케이블 

통신 네트워크.

청구항 21.
동축케이블; 및

상기 동축케이블에 연결되는 적외선 트랜시버를 포함하는 양방향 동축케이블 통신 네트워크.

청구항 22.
제 21 항에 있어서, 상기 동축케이블은 RF 신호를 전달하는 양방향 동축케이 블 통신 네트워크.

청구항 23.
제 21 항 또는 제 22 항에 있어서, 상기 동축케이블에 연결되는 블루투스 트랜시버를 더 포함하는 양방향 동축케이블

통신 네트워크.

청구항 24.
제 21 항 내지 제 23 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동축케이블에 연결되는 무선 RF 트랜시버를 더 포함하는 양방

향 동축케이블 통신 네트워크.

청구항 25.
동축케이블; 및

상기 동축케이블에 연결되는 블루투스 트랜시버를 포함하는 양방향 동축케이블 통신 네트워크.

청구항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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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5 항에 있어서, 상기 동축케이블은 RF 신호를 전달하는 양방향 동축케이블 통신 네트워크.

청구항 27.
제 25 항 또는 제 26 항에 있어서, 상기 동축케이블에 연결되는 무선 RF 트랜시버를 더 포함하는 양방향 동축케이블 

통신 네트워크.

청구항 28.
동축케이블; 및

상기 동축케이블에 연결되는 무선 RF 트랜시버를 포함하는 양방향 동축케이블 통신 네트워크.

청구항 29.
제 28 항에 있어서, 상기 동축케이블은 RF 신호를 전달하는 양방향 동축케이블 통신 네트워크.

청구항 30.
케이블; 및

유니버설 시리얼 버스 어댑터를 경유하여 상기 케이블에 연결되는 무전력 유니버설 시리얼 버스 아울렛을 포함하는 

양방향 동축케이블 통신 네트워크.

청구항 31.
제 30 항에 있어서, 상기 케이블은 RF 신호를 전달하는 양방향 동축케이블 통신 네트워크.

청구항 32.
제 30 항 또는 제 31 항에 있어서, 상기 케이블에 연결되는 적외선 트랜시버를 더 포함하는 양방향 동축케이블 통신 

네트워크.

청구항 33.
제 30 항 내지 제 32 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IEEE 1394 어댑터 회로를 경유하여 상기 동축케이블에 연결되는 무

전력 IEEE 1394 아울렛을 더 포함하는 양방향 동축케이블 통신 네트워크.

청구항 34.
제 30 항 내지 제 33 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케이블에 연결되는 블루투스 트랜시버를 더 포함하는 양방향 

동축케이블 통신 네트워크.

청구항 35.
제 30 항 내지 제 34 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케이블에 연결되는 무선 RF 트랜시버를 더 포함하는 양방향 동

축케이블 통신 네트워크.

청구항 36.
동축케이블에 연결하기 위한 동축케이블 소켓; 및

유니버설 시리얼 버스 어댑터 회로를 경유하여 상기 동축케이블에 연결되는 무전력 유니버설 시리얼 버스 아울렛을 

포함하는 다기능 아울렛.

청구항 37.
제 36 항에 있어서, 상기 동축케이블은 RF 신호를 전달하는 다기능 아울렛.

청구항 38.
적어도 하나의 동축케이블에 연결하기 위한 동축케이블 소켓; 및

유니버설 시리얼 버스 어댑터 회로를 경유하여 상기 동축케이블에 연결되는 무전력 유니버설 시리얼 버스 아울렛을 

포함하는 아울렛.

청구항 39.
제 38 항에 있어서, 상기 동축케이블은 RF 신호를 전달하는 아울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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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40.
적어도 하나의 동축케이블에 연결하기 위한 동축케이블 소켓; 및

IEEE 1394 어댑터 회로를 경유하여 상기 동축케이블에 연결되는 무전력 IEEE 1394 아울렛을 포함하는 아울렛.

청구항 41.
제 38 항에 있어서, 상기 동축케이블은 RF 신호를 전달하는 아울렛.

청구항 42.
동축케이블에 연결하기 위한 동축케이블 소켓; 및

상기 동축케이블에 연결되는 적외선 트랜시버를 포함하는 아울렛.

청구항 43.
제 42 항에 있어서, 상기 동축케이블은 RF 신호를 전달하는 아울렛.

청구항 44.
동축케이블에 연결하기 위한 동축케이블 소켓; 및

상기 동축케이블에 연결되는 블루투스 트랜시버를 포함하는 아울렛.

청구항 45.
제 44 항에 있어서, 상기 동축케이블은 RF 신호를 전달하는 아울렛.

청구항 46.
동축케이블에 연결하기 위한 동축케이블 소켓; 및

상기 동축케이블에 연결되는 무선 RF 트랜시버를 포함하는 아울렛.

청구항 47.
제 46 항에 있어서, 상기 동축케이블은 RF 신호를 전달하는 아울렛.

청구항 48.
동축케이블링 전달 RF 트래픽; 및

상기 동축케이블링에 연결되는 복수의 아울렛을 포함하는 홈 네트워킹 시스템.

청구항 49.
제 48 항에 있어서, 적어도 하나의 상기 아울렛은 적어도 하나의 동축케이블에 연결하기 위한 동축케이블 소켓을 포

함하는 홈 네트워킹 시스템.

청구항 50.
제 48 항에 있어서, 적어도 하나의 상기 아울렛은 유니버설 시리얼 버스 어댑터를 경유하여 상기 동축케이블링에 연

결되는 무전력 유니버설 시리얼 버스 아울렛을 포함하는 홈 네트워킹 시스템.

청구항 51.
제 49 항에 있어서, 적어도 하나의 상기 아울렛은 유니버설 시리얼 버스 어댑터를 경유하여 상기 동축케이블에 연결

되는 무전력 유니버설 시리얼 버스 아울렛 을 포함하는 홈 네트워킹 시스템.

청구항 52.
제 48 항 내지 제 51 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적어도 하나의 상기 아울렛은 월 아울렛을 포함하는 홈 네트워킹 시

스템.

청구항 53.
제 48 항 내지 제 52 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동축케이블링에 연결되는 적외선 트랜시버를 더 포함하는 홈 

네트워킹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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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54.
제 48 항 내지 제 52 항에 있어서, 상기 동축케이블에 연결되는 적외선 트랜시버를 더 포함하는 홈 네트워킹 시스템.

청구항 55.
제 48 항 내지 제 54 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동축케이블링에 연결되는 무전력 IEEE 1394 트랜시버를 더 포

함하는 홈 네트워킹 시스템.

청구항 56.
제 48 항 내지 제 55 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동축케이블링에 연결 되는 블루투스 트랜시버를 더 포함하는 

홈 네트워킹 시스템.

청구항 57.
제 48 항 내지 제 55 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동축케이블에 연결되는 블루투스 트랜시버를 더 포함하는 홈 

네트워킹 시스템.

청구항 58.
제 48 항 내지 제 57 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동축케이블링에 연결되는 무선 RF 트랜시버를 더 포함하는 홈 

네트워킹 시스템.

청구항 59.
제 48 항 내지 제 57 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동축케이블에 연결되는 RF 트랜시버를 더 포함하는 홈 네트워

킹 시스템.

청구항 60.
제 48 항 내지 제 59 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동축케이블에 연결되는 IEEE 1394 트랜시버를 더 포함하는 홈

네트워킹 시스템.

청구항 61.
동축케이블에 연결하기 위한 적어도 하나의 동축케이블 소켓; 및

상기 동축케이블에 연결되는 적어도 하나의 적외선 트랜시버를 포함하는 홈 네트워킹 시스템.

청구항 62.
제 61 항에 있어서, 상기 동축케이블은 RF 신호를 전달하는 홈 네트워킹 시스템.

청구항 63.
제 61 항 또는 제 62 항에 있어서, 상기 동축케이블에 연결되는 블루투스 트랜시버를 더 포함하는 홈 네트워킹 시스

템.

청구항 64.
제 61 항 내지 제 63 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동축케이블에 연결되는 무선 RF 트랜시버를 더 포함하는 홈 네

트워킹 시스템.

청구항 65.
제 61 항 내지 제 64 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동축케이블에 연결되는 IEEE 1394 트랜시버를 더 포함하는 홈

네트워킹 시스템.

청구항 66.
동축케이블에 연결하기 위한 적어도 하나의 동축케이블 소켓; 및

상기 동축케이블에 연결되는 적어도 하나의 블루투스 트랜시버를 포함하는 홈 네트워킹 시스템.

청구항 67.
제 66 항에 있어서, 상기 동축케이블은 RF 신호를 전달하는 홈 네트워킹 시스템.

청구항 68.
제 66 항 또는 제 67 항에 있어서, 상기 동축케이블에 연결되는 적외선 트랜시버를 더 포함하는 홈 네트워킹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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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69.
제 66 항 내지 제 68 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동축케이블에 연결되는 무선 RF 트랜시버를 더 포함하는 홈 네

트워킹 시스템.

청구항 70.
제 66 항 또는 제 69 항에 있어서, 상기 동축케이블에 연결되는 IEEE 1394 트랜시버를 더 포함하는 홈 네트워킹 시

스템.

청구항 71.
동축케이블에 연결하기 위한 적어도 하나의 동축케이블 소켓; 및

상기 동축케이블에 연결되는 적어도 하나의 무선 RF 트랜시버를 포함하는 홈 네트워킹 시스템.

청구항 72.
제 71 항에 있어서, 상기 동축케이블은 RF 신호를 전달하는 홈 네트워킹 시스템.

청구항 73.
제 71 항 또는 제 72 항에 있어서, 상기 동축케이블에 연결되는 적외선 트랜시버를 더 포함하는 홈 네트워킹 시스템.

청구항 74.
제 71 항 내지 제 73 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동축케이블에 연결되는 블루투스 트랜시버를 더 포함하는 홈 

네트워킹 시스템.

청구항 75.
제 71 항 내지 제 74 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동축케이블에 연결되는 IEEE 1394 트랜시버를 더 포함하는 홈

네트워킹 시스템.

청구항 76.
케이블에 연결하기 위한 적어도 하나의 케이블 커넥터; 및

유니버설 시리얼 버스 어댑터 회로를 경유하여 상기 케이블 커넥터에 연결되는 적어도 하나의 무전력 유니버설 시리

얼 버스 아울렛을 포함하는 홈 네트워킹 시스템.

청구항 77.
제 76 항에 있어서, 상기 케이블 커넥터는 RF 신호를 전달하는 홈 네트워킹 시스템.

청구항 78.
제 76 항 또는 제 77 항에 있어서, 상기 케이블 커넥터에 연결되는 적외선 트랜시버를 더 포함하는 홈 네트워킹 시스

템.

청구항 79.
제 76 항 내지 제 78 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케이블 커넥터에 연결되는 블루투스 트랜시버를 더 포함하는 

홈 네트워킹 시스템.

청구항 80.
제 76 항 내지 제 79 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케이블 커넥터에 연결되는 무선 RF 트랜시버를 더 포함하는 홈

네트워킹 시스템.

청구항 81.
제 76 항 내지 제 80 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케이블 커넥터에 연결되는 IEEE 1394 트랜시버를 더 포함하는

홈 네트워킹 시스템.

청구항 82.
케이블에 연결하기 위한 적어도 하나의 케이블 커넥터; 및

상기 케이블 커넥터에 연결되는 적어도 하나의 적외선 트랜시버를 포함하는 홈 네트워킹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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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83.
제 82 항에 있어서, 상기 케이블 커넥터는 RF 신호를 전달하는 홈 네트워킹 시스템.

청구항 84.
제 82 항 또는 제 83 항에 있어서, 상기 케이블 커넥터에 연결되는 블루투스 트랜시버를 더 포함하는 홈 네트워킹 시

스템.

청구항 85.
제 82 항 내지 제 84 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케이블 커넥터에 연결되는 무선 RF 트랜시버를 더 포함하는 홈

네트워킹 시스템.

청구항 86.
케이블에 연결하기 위한 적어도 하나의 케이블 커넥터; 및

상기 케이블 커넥터에 연결되는 적어도 하나의 블루투스 트랜시버를 포함하는 홈 네트워킹 시스템.

청구항 87.
제 86 항에 있어서, 상기 케이블 커넥터는 RF 신호를 전달하는 홈 네트워킹 시스템.

청구항 88.
제 86 항 또는 제 87 항에 있어서, 상기 케이블 커넥터에 연결되는 적외선 트랜시버를 더 포함하는 홈 네트워킹 시스

템.

청구항 89.
제 86 항 내지 제 88 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케이블 커넥터에 연결되는 무선 RF 트랜시버를 더 포함하는 홈

네트워킹 시스템.

청구항 90.
케이블에 연결하기 위한 적어도 하나의 케이블 커넥터; 및

상기 케이블 커넥터에 연결되는 적어도 하나의 IEEE 1394 트랜시버를 포함하는 홈 네트워킹 시스템.

청구항 91.
제 90 항에 있어서, 상기 케이블 커넥터는 RF 신호를 전달하는 홈 네트워킹 시스템.

청구항 92.
제 90 항 또는 제 91 항에 있어서, 상기 케이블 커넥터에 연결되는 적외선 트랜시버를 더 포함하는 홈 네트워킹 시스

템.

청구항 93.
제 90 항 내지 제 92 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케이블 커넥터에 연결되는 무선 RF 트랜시버를 더 포함하는 홈

네트워킹 시스템.

청구항 94.
제 90 항 내지 제 93 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케이블 커넥터에 연결되는 블루투스 트랜시버를 더 포함하는 

홈 네트워킹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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