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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중간 전압 전력 분배선을 사용한 디지털 통신

요약

전기 분배 시스템의 최종단은 거주 주택에 고속 통신을 제공하는데 사용된다. 수집 지점은 중간 전력선과 POP와 인터
페이스하고, 전력선 브리지는 분배 변압기 양단의 중간 전압 전력선과 저전압 전력선 사이의 통신 신호의 흐름을 가능
케 한다.

대표도
도 2

색인어
중간 전압 전력선, 저전압 전력선, 변압기, 수집 지점

명세서

    기술분야

본 발명은 일반적인 디지털 통신 분야에 관한 것이다. 특히, 본 발명은 전력선을 통한 디지털 정보의 전송에 관한 것이
다.

    배경기술

도 1을 참조하면, 하프 루프(10)를 갖는 일반적인 전기 전력 분포 시스템이 도시되어 있다. 이들 하프 루프(10)는 서
브 스테이션으로부터 중간 전압(MV) 전력을 공급받는다. 중간 전압은 수십 킬로볼트 범위내에 있다. 일반적인 구성은 
MV 전력을 100과 240VAC 사이의 저전압(LV) 전력으로 강하시키는 변압기(20)를 갖는다. 일반적으로 각 변압기(2
0)는 몇몇 고객(30)에게 LV 전력을 공급할 것이다.

    
패드가 장착된 변압기를 제공하는 매설 케이블 또는 폴이 장착된 변압기를 제공하는 공중 케이블을 하프 루브(10)는 
사용한다. 변압기(20)는 MV를 LV로 강하시킨다. 이들 변압기(20)는 아주 낮은 주파수(보통 50-60㎐)로 동작하고 
고주파수(100㎑보다 큰)가 통과하지 못하도록 설계된다. 각 변압기(20)는 몇몇 가정에 가정용 전자 유틸리티 미터(3
2)를 제공하고, 이는 일반적으로 옥외에 장착된다. 옥내에서는 브레이커 패널(34)에 집중되고, 전선의 웨브는 콘센트
(36)에 전력을 전달한다.
    

필요한 것은 비용이 효율적인 방법으로 가정집에 고속 통신을 전달하기 위해 이런 토폴로지를 사용하는 방법이다. 이런 
통신 시스템에 대한 애플리케이션은 고속 인터넷, 전화, 화상 회의 및 화상 전송을 포함한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본 발명의 목적은 전기 분배 MV대 LV 토폴로지를 통한 고속 통신을 제공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다른 목적은 전기 분배 MV대 LV 토폴로지를 통한 고속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다른 목적은 전기 분배 MV대 LV 토폴로지를 통한 전화기 및 팩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다른 목적은 전기 분배 MV대 LV 토폴로지를 통한 화상 회의를 제공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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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의 다른 목적은 전기 분배 MV대 LV 토폴로지를 통한 화상 전송을 제공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다른 목적은 전기 분배 MV대 LV 토폴로지를 통한 거주지 및 사업적 보안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본 발명은 가정집에 대한 고속 통신을 위해 전기 분배의 최종단을 사용하는 수단이다. 수집 지점은 중간 전압 전력선과 
POP를 인터페이스하고, 전력선 브리지는 분배 변압기 양단의 중간 전압 전력선과 저전압 전력선 사이의 통신 신호의 
흐름을 가능케한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본 발명의 부가적인 목적 및 장점은 첨부된 도면과 하기의 상세한 설명으로 명백해질 것이다.

도 1은 일반적인 전기 전력 분배 시스템의 토폴로지를 도시한 도.

도 2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통신을 위해 제공되는 변경된 전기 분배 시스템의 토폴로지를 도시한 도.

도 3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수집 지점의 블럭도.

도 4는 본 발며의 실시예에 따른 전력선 브리지의 블럭도.

    실시예

본 발명에 따라, 전력 전송 시스템은 고속 통신용으로 구성되는 경우 3개의 통신 채널로 분할된다.

1. MV 하프 루프,

2. 변압기로부터 가정집으로의 LV 접속, 및

3. 가정집 내의 배선.

도 2를 참조하면, 통신 전송용 실재하는 전력 분배 시스템의 변경을 도시한 것이다.

    
제1 채널(MV 케이블 ; 10)은 최소의 노이즈와 최소의 반사를 갖는다. 이 채널은 통신을 위해 가장 높은 전위 대역폭을 
갖는다. 이것은 다른 채널들로부터 모든 대역폭을 집중시키는 채널이기 때문에 중요하다. 이 채널상에 사용되는 신호 
타입은 통신(CDMA, TDMA, FDM, OFDM 등)에 사용되는 임의의 신호일 수 있다. 스펙트럼 도메인에서 상대적으로 
평평한 CDMA 등의 광대역 신호는 고속 데이터 전송을 하면서 다른 시스템에 방사된 간섭을 최소화시키는 것이 양호하
다. 제1 채널은 AP(수집 지점 ; 110)에 의해 공급된다.
    

    
도 3을 참조하면, 본 발명에 따른 AP의 블럭도를 도시한다. AP(300)는 POP(Point-Of-Presence)를 통해 외부와 
통신한다. POP로의 백하울(backhaul)은 광섬유, 구리 등의 임의의 타입 기술 또는 무선 링크를 사용할 수 있다. 백하
울 인터페이스(310)는 외부를 MV 모뎀(320)과 접속시킨다. MV 모뎀(320)은 데이터를 변/복조하여 MV 케이블 상
에 전송되도록 한다. 시스템에 존재하는 전압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아이솔레이터(330)는 여분의 안전 측정으로 
사용된다. 양호한 아이솔레이터 구조는 광학 커플링에 기초한다. MV 커플러(340)는 중간 전압 전력이 MV 선으로부터 
나머지 AP 회로(310, 320, 330)로 통과하는 것을 막는데 사용되고, 통신 신호가 AP(300)로부터 MV로(또는 그 역
으로) 통과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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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채널(변압기로부터 가정집으로의 LV 접속) 및 제3 채널(가정집내의 배선)은 전기기구로부터의 노이즈와 배선의 " 
웨브(web)" 로 인한 반사를 갖는다. 이들 채널은 MV(제1) 채널보다 협대역을 지원할 수 있고 이 채널들은 좀더 인텔
리전트(즉, 더많은 오버헤드를 갖는)한 변조 스킴이 필요하다. LAN 용의 양호한 통신을 이룩할 수 있는 칩 셋을 갖는 
어댑티브 네트워크(뉴튼, 메사추세츠), 이나리(Inari)(드레이퍼, 유타), 인텔리온(Intellion)(오칼라, 플로리다), DS
2(발렌시아, 스페인) 및 이트란(Itran)(비어-세바, 이스라엘) 등의 몇몇 회사들이 있다. 이들 장치는 LV 채널용으로 
잘 동작된다.
    

    
도 4를 참조하면,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라 전력선 브리지(PLB)의 블럭도를 도시한다. 도신된 PLB(400)는 주 변압기 
상의 MV선과 부 변압기 상의 LV선 사이를 인터페이스한다. MV 커플러(410)는 중간 전압 전력이 나머지 PLB 회로로 
통과하는 것을 막는데 사용되고, 통신 신호가 PLB(400)로부터 MV선으로(또는 그 역으로) 통과하도록 한다. 시스템에 
존재하는 전압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을 고려하여, MV 아이솔레이터(420)는 여분의 안전 측정으로 사용된다. 양호한 
아이솔레이터(420) 구조는 광학 커플링을 사용한다. MV 모뎀(430)은 데이터를 변/복조하여 MV 케이블 상에 전송되
도록 한다.
    

    
MV 모뎀(430)으로(또는 MV 모뎀(430)으로부터)의 데이터는 데이터 라우터(440)로 통과된다. 데이터 라우터(440)
의 기능은 우선순위를 매기고 모든 LV 측 장치로부터 패킷을 모으고 이들을 MV 측 상으로 통과시킨다. LV 모뎀(450)
은 데이터를 변/복조하여 LV선 상에 전송될 수 있고, 이 기능은 상기에 언급한, 전력선 LAN 칩 셋 기술을 사용한다. 
LV 아이솔레이터(460) 및 LV 커플러(470)는 MV 아이솔레이터(420) 및 MV 커플러(410)와 같이 동일한 기능을 하
지만, LV 측 상에서이다.
    

변압기의 LV 측상에서는, PLB(120)는 고객 위치(130)에서 전력선 인터페이스 장치(PLID ;136)와 통신한다. PLID
(136)는 가입자의 장비(138, 139)로 각종의 인터페이스를 갖는다. RJ-11 플레인 오울드 텔레폰 서비스(Plain Old 
Telephone Service ; POTS), RS-232, USB, 및 10 Base-T가 몇몇 예이다. 가입자는 동일한 내부 배선 상에 다중 
PLID(136)를 가질 수 있다.

본 명세서에 개시된 시스템은 10Mbps로 주택 시장에 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유용하다. 이것은 실제적으로 사용
가능한 애플리케이션의 완전한 새로운 범위를 만든다. 전력에 접속된 각 장치는(소망한다면) 어드레스를 갖고 원격으
로 액세스 가능할 것이다. 스테레오 시스템에 기반한 인터넷 프로토콜(IP), 화상 전송 시스템에 기반한 IP, 및 IP 전화
를 판독하는 원격 유틸리티 미터를 포함한다.

    산업상 이용 가능성

본 발명은 양호한 실시예의 견지에서 설명되었지만, 각종의 변경 및 개선점은 본 발명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고 설명된 
실시예들로 이루어질 수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중간 전압 전력선을 경유하여 POP(Point-Of-Presence)로 가입자 통신 장비- 상기 가입자 통신 장비는 변압기를 경
유하여 상기 중간 전압 전력선에 접속되는 저전압 전력선을 통해 전력이 제공되는 가입자 위치에 위치함 -의 데이타 
서비스 접속을 제공하기 위한 시스템에 있어서,

상기 중간 전압 전력선을 상기 POP와 인터페이스하도록 적응되는 수집 지점(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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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저전압 전력선과 상기 중간 전압 전력선 사이에 통신 신호가 흐를 수 있도록, 상기 변압기의 저전압측과 상기 변압
기의 중간 전압측 사이의 접속을 위해 적응되는 전력선 브리지(PLB); 및

상기 가입자 통신 장비와 상기 가입자 위치에 전력을 제공하는 상기 저전압 전력선 사이의 접속을 위해 적응되는 전력
선 인터페이스 장치(PLID)

를 포함하고,

상기 POP로의 상기 가입자 통신 장비의 상기 데이타 서비스 접속은 상기 PLID, 상기 저전압 전력선, 상기 PLB, 상기 
중간 전압 전력선, 및 상기 AP의 조합에 의해 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POP로의 가입자 통신 장비의 접속용 시스
템.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AP는

상기 POP로의 접속을 위해 적응되는 백하울 인터페이스(hackhaul interface);

상기 POP와 상기 중간 전압 전력선 사이의 전력 분리를 제공하도록 접속된 아이솔레이터(isolator);

상기 백하울 인터페이스와 상기 아이솔레이터 사이에 접속되는 중간 전압 모뎀; 및

상기 중간 전압 전력을 통과하지 않고 통신 신호를 통과시키도록 하기 위해, 상기 아이솔레이터에 접속되고, 상기 중간 
전압 전력선으로 상기 아이솔레이터가 접속하도록 적응되는 중간 전압 커플러

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시스템.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PLB는

데이터 라우터; 및

상기 저전압 전력선 및 상기 중간 전압 전력선으로부터의 전기 분리를 제공하기 위한 하나 이상의 아이솔레이터

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시스템.

청구항 4.

제3항에 있어서,

상기 하나 이상의 아이솔레이터는 제1 아이솔레이터 및 제2 아이솔레이터를 포함하고,

상기 제1 아이솔레이터는 상기 데이터 라우터와 상기 중간 전압 전력선 사이의 전력 분리를 제공하도록 접속되고, 상기 
제2 아이솔레이터는 상기 데이터 라우터와 상기 저전압 전력선 사이의 전력 분리를 제공하도록 접속되는 것을 특징으
로 하는 시스템.

청구항 5.

제4항에 있어서, 상기 PLB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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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데이터 라우터와 상기 제1 아이솔레이터 사이에 접속되고, 상기 중간 전압 전력선의 채널 특성에 적합한 변조 및 
복조를 제공하도록 적응되는 중간 전압 모뎀;

상기 중간 전압 전력을 통과하지 않고 통신 신호를 통과시키도록 하기 위해, 상기 제1 아이솔레이터에 접속되고, 상기 
중간 전압 전력선으로 상기 제1 아이솔레이터가 접속하도록 적응되는 중간 전압 커플러;

상기 데이터 라우터와 상기 제2 아이솔레이터 사이에 접속되고, 상기 저전압 전력선의 채널 특성에 적합한 변조 및 복
조를 제공하도록 적응되는 저전압 모뎀; 및

상기 저전압 전력을 통과하지 않고 통신 신호를 통과시키도록 하기 위해, 상기 제2 아이솔레이터에 접속되고, 상기 저
전압 전력선으로 상기 제2 아이솔레이터가 접속하도록 적응되는 저전압 커플러

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시스템.

청구항 6.

중간 전압 전력선을 POP와 인터페이스하기 위한 수집 지점에 있어서,

상기 POP로의 접속을 위해 적응되는 백하울 인터페이스;

상기 POP와 상기 중간 전압 전력선 사이의 전력 분리를 제공하도록 접속된 아이솔레이터;

상기 백하울 인터페이스와 상기 아이솔레이터 사이에 접속되는 중간 전압 모뎀; 및

상기 중간 전압 전력을 통과하지 않고 통신 신호를 통과시키도록 하기 위해, 상기 아이솔레이터에 접속되고, 상기 중간 
전압 전력선으로 상기 아이솔레이터가 접속하도록 적응되는 중간 전압 커플러

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수집 지점.

청구항 7.

변압기의 저전압측에 접속되는 저전압 전력선과 변압기의 중간 전압측에 접속되는 중간 전압 전력선 사이에 통신 신호
의 흐름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전력선 브리지에 있어서,

데이터 라우터; 및

상기 저전압 전력선 및 상기 중간 전압 전력선으로부터 전기 분리를 제공하기 위한 하나 이상의 아이솔레이터

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력선 브리지.

청구항 8.

제7항에 있어서,

상기 하나 이상의 아이솔레이터는 제1 아이솔레이터 및 제2 아이솔레이터를 포함하고,

상기 제1 아이솔레이터는 상기 데이터 라우터와 상기 중간 전압 전력선 사이의 전력 분리를 제공하도록 접속되고, 상기 
제2 아이솔레이터는 상기 데이터 라우터와 상기 저전압 전력선 사이의 전력 분리를 제공하도록 접속되는 것을 특징으
로 하는 전력선 브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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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9.

제8항에 있어서,

상기 데이터 라우터와 상기 제1 아이솔레이터 사이에 접속되고, 상기 중간 전압 전력선의 채널 특성에 적합한 변조 및 
복조를 제공하도록 적응되는 중간 전압 모뎀;

상기 중간 전압 전력을 통과하지 않고 통신 신호를 통과시키도록 하기 위해, 상기 제1 아이솔레이터에 접속되고, 상기 
중간 전압 전력선으로 상기 제1 아이솔레이터가 접속하도록 적응되는 중간 전압 커플러;

상기 데이터 라우터와 상기 제2 아이솔레이터 사이에 접속되고, 상기 저전압 전력선의 채널 특성에 적합한 변조 및 복
조를 제공하도록 적응되는 저전압 모뎀; 및

상기 저전압 전력을 통과하지 않고 통신 신호를 통과시키도록 하기 위해, 상기 제2 아이솔레이터에 접속되고, 상기 저
전압 전력선으로 상기 제2 아이솔레이터가 접속하도록 적응되는 저전압 커플러

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력선 브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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