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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발명은 CATV망을 포함하는 유선케이블을 이용하여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디지털 통신 장치에 관한 것

으로서, 특히 OFDM(Orthogonal Frequency Division Multiplexing, 직교주파수분할) 방식을 이용하여 송신되는 데

이터의 대역폭을 효과적으로 이용하고, IEEE802.11의 MAC(Media Access Control, 매체접근 제어) 방식과 프레임 

포맷을 사용하여 반이중(Half Duplex) 통신 방식을 이용함으로서 데이터의 송수신 주파수를 동일한 대역으로 사용하

여 주파수 대역폭을 효과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유선통신 네트워크를 위한 데이터 통신 장치에 관한 것

이다.

대표도

도 2

색인어

케이블모뎀, OFDM, IEEE802.11, MAC, CATV, 모뎀, Set Top Box, VoIP, 무선랜, 유선케이블망, 통신장치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 은 일반적인 유선케이블망의 개략도.

도 2 은 본 발명의 데이터 통신 장치를 이용한 유선케이블망 구성도.

도 3은 본 발명의 IEEE802.11의 MAC 프레임 포맷 구조도.

도 4 은 본 발명의 OFDM 신호 처리 과정에 대한 상세도.

도 5 은 본 발명의 OFDM 터미널 장치의 상세 구성도.

도 6 은 본 발명의 OFDM 모뎀의 상세 구성도.

도 7 은 본 발명의 데이터 통신 장치를 CATV 망에 적용한 실시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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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8 은 본 발명의 데이터 통신 장치를 이용한 다른 실시예 .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03 : CMTS, 107 : 케이블 모뎀

206, 703: OFDM 터미널 장치, 214,710,713 : OFDM 모뎀

209,708,720 : 분배기 205 : 메인 프로세스

202, 216 : MAC 처리부 208, 210 : RF 처리부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유선케이블을 이용하여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디지털 통신 장치에 관한 것으로서, 특히 OFDM(O

rthogonal Frequency Division Multiplexing, 직교주파수분할) 방식을 이용하여 송신되는 데이터의 대역폭을 효과

적으로 이용하고, IEEE802.11의 MAC(Media Access Control, 매체접근 제어) 방식과 프레임 포맷을 사용하여 반이

중(Half Duplex) 통신 방식을 이용함으로서 데이터의 송수신 주파수를 동일한 대역으로 사용하여 주파수 대역폭을 

효과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유선통신 네트워크를 위한 데이터 통신 장치에 관한 것이다.

현재 통신네트워크는 유선 또는 무선을 이용하여 발전하고 있으며, 최근, CATV망을 이용하는 고속 데이터 통신 방

식이 각광을 받고 있다. CATV망을 이용한 데이터 통신 방법에는 케이블 모뎀을 이용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

다. 케이블 모뎀은 기 포설되어 있는 CATV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데이터 전송을 하기 위한 통신장치이며, 케이블 모

뎀을 이용한 데이터 통신 네트워크는 동축 및 광케이블을 각 가정으로 유입할 수 있도록 구성된 HFC(Hybrid Fiber 

Coaxial) 네트워크와 연동하여 데이터 통신 서비스를 수행하고 있다.

유선 케이블을 이용하는 통신망의 구성은 크게 ISP(Internet Service Provider)와의 연동을 위한 케이블 모뎀 터미널

시스템(CMTS, Cable Modem Termination System)와 기업 또는 일반 가입자를 수용하기 위한 가입자용 케이블 모

뎀, 유선 케이블 망에서 신호의 분기 및 합성을 위한 분배기 등으로 구성된다.

도 1 은 CATV망을 이용한 데이터 통신망의 일반적인 구성에 관한 개략도이 다.

도시된 바와 같이 CATV망을 이용한 데이터 통신은 CMTS(103)와 케이블 모뎀(107)은 동축케이블(104)로 연결되

어지며, CMTS(103)와 케이블 모뎀(107)의 사이에는 CATV 네트워크에서 사용되는 분배기(105)가 설치되어 있다. 

케이블 모뎀(107)과 사용자 PC(108)간 및 CMTS(103)와 ISP(101)간은 이더넷(Ethernet) 케이블(102)을 통하여 연

결되며, 사용자 PC(108)에서 발생되는 데이터 패킷은 케이블 모뎀(107)이 수신 받아 CMTS(103)에서 받을 수 있는 

적당한 신호로 변조한 다음 일정한 증폭률로 증폭한 후 동축케이블(104)을 통하여 CMTS(103)에 전달되어진다. CM

TS(103)에서 전달되어진 패킷은 다시 이더넷 신호로 바뀌어 ISP(Internet Service Provider)(101)에 전송되어 사용

자는 인터넷에 접속하게 된다. 반대로 ISP(101)에서 전달되어지는 패킷은 CMTS(103)에서 다시 적당한 신호로 변조

되어 동축케이블(104), 분배기(105), 동축케이블(106)을 통하여 케이블 모뎀(107)에 보내지게 되고 다시 사용자 PC(

108)에 전달되도록 구성되어 있다.

데이터 통신 네트워크의 구축을 위한 케이블 모뎀은 MCNS(Multimedia Cable Network System)의 DOCSIS(Data 

Over Cable Service Interface Specification)와 IEEE(Institute of Electronic and Electrical Engineering)의 IEEE

802.14의 표준을 사용한다. DOCSIS의 경우 데이터 변조 방식을 하향 전송시에는 64QAM, 256QAM를 사용하여 20

~30Mbps의 전송속도를 갖으며 상향 전송시에는 QPSK, 16QAM를 사용하여 200K~10Mbps의 전송속도를 갖는다. 

또한 MAC(매체 접근 제어) 방식은 MCNS의 DOCSIS 규격의 TDM(Time Division Multiplexing) 방식을 사용하고 

있으며 프레임 포맷은 MPEG-2를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상기와 같은 일반적인 케이블 모뎀은 단순히 데이터를 QPSK, QAM으로 변조하여서는 50Mbps이상의 대량의

데이터를 전송할 수 없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으며, 상향 데이터 전송시와 하향 데이터 전송시에 서로 다른 변조 방법

을 사용하고 있고, 유선케이블에서 65~750MHz 대역의 상향 전송 주파수와 5~45MHz 대역의 하향 전송주파수를 사

용하는 구조로서, 상향과 하향에 사용되는 전송 주파수를 서로 달리 사용하여 시스템을 구성함을 구축함으로써, 장치

의 구성이 복잡해지며, 신뢰성이 낮아지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은 종래의 케이블 모뎀의 변조방식(QPSK, QAM)과 매체 제어 방식(TDM)을 달리하는 시스템을 구성하는 것

으로서, 데이터를 OFDM(Orthogonal Frequency Division Multiplexing, 직교주파수분할다중) 방식을 통하여 변조

하여 실효 데이터 속도 50Mbps이상의 전송속도를 구현하고 IEEE802.11의 MAC(Media Access Control, 매체접근 

제어) 방식과 프레임 포맷을 사용하고 반이중(Half Duplex) 통신 방식을 사용하여 데이터 송신과 수신에 필요한 주파

수를 하나의 동일 주파수를 사용하도록 하여 한정된 주파수 대역폭을 효과적으로 이용하고 시스템의 구조를 단순하

게 구성할 수 있는 유선케이블용 데이터 통신 장치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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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의 구성 및 작용

상기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은 데이터를 OFDM(Orthogonal Frequency Division Multiplexing, 직교

주파수분할) 방식을 통하여 변조함으로써 고속 디지털 통신을 가능하게 하고, IEEE802.11의 MAC 제어방식과 프레

임 포맷의 사용 및 반이중(Half Duplex)통신 방식을 사용하여 데이터 송수신신에 필요한 주파수를 하나의 동일 주파

수를 사용하도록 하여 한정된 주파수 대역폭을 효과적으로 이용하고 시스템의 구조를 단순하게 구성할 수 있는 유선

케이블망용 데이터 통신 장치인 OFDM 터미널 장치 및 OFDM 모뎀의 구성에서 특징을 찾을 수 있다.

도 2는 본 발명을 이용한 유선케이블망의 구성도이다. 본 발명의 데이터통신장치에는 OFDM 터미널 장치(206)와 OF

DM 모뎀(214), 신호분기를 위한 분배기(209) 등이 있다. OFDM터미널 장치(206)은 외부인터페이스를 위한 MAC처

리부(202), 상기 MAC처리부(202)와 접속되어 OFDM 신호 변조 및 역변조를 수행하고 반이중통신을 지원하는 메인 

프로세스부(205), 상기 메인 프로세스부(205)와 연결된 RF처리부(208)로 구성되어 있다. OFDM 모뎀(214)은 OFD

M 터미널 장치(206)과 케이블을 통하여 연결되며, 주요부의 구성은 OFDM 터미널 장치(206)와 동일하다.

상기 메인 프로세스부(205,213)는 QAM 처리부(203,215), OFDM 처리부(207,211), 반이중 통신제어부(204,212)로

구성된다. QAM 처리부(203,215)는 MAC 처리부의 출력신호를 QAM 변조하며, OFDM 처리부(207,211)는 QAM 신

호를 역이산적데이터에 대한 푸리에 변환(IFFT)하여 OFDM 신호로 확산한다. 반이중통신제어부(204, 212)는 RF처

리부(208,210)에서 입력되는 전송매체(유선케이블)의 현재 사용여부의 감지신호를 MAC처리부(202,216)에 전송한

다. 만약 전송매체(유선케이블)가 사용되고 있지 않을 경우 MAC처리부(202,216)에서 데이터를 전송토록 한다. 역 

으로 전송매체가 사용 중일 경우에는 데이터 전송을 못하도록 MAC처리부(202, 216)의 동작을 제어하여 반이중 통

신이 가능하도록 한다.

MAC 제어부(202, 216)는 패킷 데이터의 IEEE802.11의 CSMA/CA 모드의 DCF(Distribution Coordination Functi

on)방식과 우선 순위 기반 접근 모드인 PCF(Point Coordination Function) 방식 처리를 수행하며, RF처리부(208, 2

10)는 OFDM 신호를 IQ신호로 변조 또는 복원하는 IQ Modulator/Detector부를 포함하는 라디오신호처리부(Radio 

on a Chip), 상기 IQ Modulator/Detector와 연결되어 라디오 신호 처리 및 주파수 변환을 하는 RF 변환부로 구성된

다.

본 발명의 OFDM 터미널 장치(206) 및 OFDM 모뎀(214)은 IEEE802.11의 MAC 방식과 프레임 포맷을 사용한다. 도

3은 본 발명에서 사용되는 IEEE802.11의 MAC 프레임 포맷을 보여주고 있다. 본 발명의 프레임의 구조는 입력되는 

프레임 종류에 상관없이 OFDM 터미널 장치(206) 및 OFDM 모뎀(214)에서 전송하는 모든 프레임에 적용된다. 프레

임은 헤더부(301)와 프레임 본체부(302), 32비트의 FCS (Frame Check Sequence)(303)로 구성된다.

ISP(201) 혹은 사용자PC(217)에서 전달되어지는 IEEE802.3의 Ethernet Packet은 본 발명의 OFDM 터미널 장치(2

06) 및 OFDM 모뎀(214)에서 사용되는 IEEE802.11 MAC 프레임의 본체부(302)에 페이로드로 맵핑된다. 상기 프레

임본체부(302)는 다시 본 발명 OFDM 터미널 장치(206)와 OFDM 모뎀(214)간의 전송되는 제어정보(304) 즉, 프로

토콜 버전 필드, Type필드, Subtype필드, To DS 필드, From DS 필드, More Frag 필드, Retry 필드, 전원 관리필드,

More Data 필 드, Web필드 Order 필드로 구성되는 IEEE802.11 MAC 프레임제어 필드가 추가되고, 전송된 프레임

에 의존하는 대기시간 값을 나타내는 Duration/ID와, 전송되고 있는 프레임의 형태에 따라 주소 1, 2, 3, 4의 주소 필

드와 순서제어 필드가 프레임 본체부(302) 앞에 헤더부(301)로 첨가되고, 순환 중복 코드(CRC, Cyclic Redundancy 

Code)를 사용하여 32bit 프레임 체크 시퀀스가 계산되어 프레임본체부(302) 뒤에 FCS(303)로 첨가되어 IEEE802.1

1 MAC 프레임을 구성하게 된다.

본 발명에서 사용되는 MAC(매체 접근 제어) 방식은 IEEE802.11의 CSMA/CA 모드의 DCF(Distribution Coordinati

on Function)방식과 우선 순위 기반 접근 모드인 PCF(Point Coordination Function)를 사용한다.

CSMA/CA 모드의 DCF 방식은 한 CATV망에 연결되어 있는 여러개의 본 발명 장치(206,214)에서, 한 장치가 다른 

장치가 데이터를 송신 중인지 여부를 알아내기 위해 패킷 송신에 앞서 랜덤 펄스의 송출 구간에서 송출과 동시에 수

신을 하여 충돌 검출 윈도우에 자기가 송출한 펄스 이외의 펄스가 있는가를 조사하여 유효한 경우 랜덤 펄스 구간에

서 충돌이 발생한 것으로 간주하고 패킷의 송출을 보류한 후 랜덤 시간을 기다린 후 다시 송출을 시도하게된다. 랜덤 

펄스 송출 기간 내 송출한 펄스 이외의 펄스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 본 발명의 OFDM 모뎀은 패킷을 송출하는 모드이

다.

우선 순위 기반 접근 모드인 PCF에서는 OFDM 터미널장치(206)가 포인트 조정기(Point Coordinator) 역할하게 된

다. 우선 순위 기반 PCF는 시간 제한적이고 비경쟁 프레임 전달을 위하여 MAC 계층에서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모드이며 비 경쟁 전송 주기의 시작 시점에서 포인트 조정기는 매체 제어권을 얻을 기회를 갖는다. 이 동작 모드에서 

한 CATV망에 연결되어 있는 모든 모뎀(214)은 OFDM 터미널 장치(206)의 포인트 조정기의 제어를 받는다.

도 4 는 본 발명 장치의 주요한 특징인 OFDM 신호의 처리 과정에 대한 상세도이다. 송신시에 데이터는 FEC(Forwar

d Error Correction) Encoder(401)통해 QAM mapping(402)되어 QAM신호로 변조된다. 상기 변조된 QAM 신호는 

역이산적데이터에 대한 푸리에 변환(IFFT)(403)되어 OFDM 신호로 확산된 후 IQ Modulator(404)에서 IQ 신호로 변

조된다. 상기 변조된 IQ 신호는 HPA(High-power Amplifier)(405)에 의하여 증폭되어 BPF(Band Pass Filter)(406)

를 통하여 유선케이블망(407)으로 전송되어 진다.

역으로, CATV망(408)에서 수신되는 OFDM신호는 BPF(409)를 통과하여 다른 주파수 신호가 수신되지 않도록 하고

, 저잡음증폭기(LNA, Low-Noise Amplifier)(410)를 통하여 미약한 신호가 증폭된다. 증폭된 OFDM신호는 IQ Dete

ctor(411)에 이산적 신호로 역변조 되며, 상기 이산적 신호는 이산적 데이터에 대한 푸리에 변환(FFT)(412)되어 QA

M 변조 신호로 복원된 후, QAM demapping(413)를 통하여 디지털 신호로 복원된다. 상기 복원된 신호는 FEC Deco

der(414)를 통하여 원래의 데이터로 변환되어 전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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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5 은 본 발명의 OFDM 터미널 장치(206)의 상세 구성도를 보여준다. 도시된 바에 따르면, OFDM 터미널 장치(206

)는 IEEE802.3 데이터 프레임 송수신하는 이더넷 트랜시버(501) 또는 광 트랜시버(502), 수신된 데이터를 QAM 신

호로 변조하는 QAM 처리부 및 상기 QAM 변조된 신호를 OFDM 신호로 변조하는 IFFT/FFT 모듈을 포함하는 메인 

프로세스(503), 상기 메인 프로세스(503)의 접속부로써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 신호로 변환 또는 역변환하는 ADC 

및 DAC 부, 메인프로세스부(503)의 ADC 부 및 DAC부에 접속되어 IQ Modulator/Detector 기능을 수행하는 라디오

신호처리부(504)로 구성되고, 상기 라디오신호처리부(Radio on a Chip)(504)의 출력신호 주파수를 원하는 대역의 

주파수 대역으로 변환하는RF 변환부(505)로 구성되며, 최종적으로 IQ 신호로 변조된 OFDM 신호는 F connector(50

6)를 통하여 유선케이블망에 전송되어 진다.

도 6 은 본 발명의 OFDM 모뎀(214)의 상세 구성도를 보여준다. 도시된 바에 따르면, OFDM 모뎀은 이더넷 트랜시버

(601) 또는 USB 트랜시버(602)을 통하여 송수신되는 IEEE802.3 데이터 프레임 송수신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OFDM

터미널 장치(206)와 동일한 구성을 가진다.

OFDM 터미널 장치 및 모뎀에서 사용되는 주파수 대역은 전송 매체 및 분배기 등의 특성에 의해 제한되어지며, CAT

V망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1GHz 아래 대역 또는 2.5GHz 아래 대역 안에서 사용된다. 이는 CATV망의 구성 소자인 

분배기 등의 주파수에 따른 신호 전송능력이 고려되기 때문이다.

도 7는 본 발명의 일실시 예로서 OFDM 터미널 장치 및 OFDM 모뎀을 적용한 CATV망의 개략도이다. 본원발명을 적

용한 CATV망은 OFDM 터미널 시스템(703) 1개와 다수의 가입자를 위한 OFDM 모뎀(710, 713)를 포함하여, Point

-to-Multipoint구성이 가능하다. 본 발명의 OFDM 터미널 장치(703)과 OFDM 모뎀(710,713)은 동축케이 블(704,7

05,706)을 이용하여 연결되며, 다수의 가입자를 수용하기 위하여 동축케이블에는 분배기(708,720)가 설치되어있다. 

OFDM 모뎀(703)과 사용자 PC(711,714)는 이더넷(ethernet) 케이블(709,715)을 이용하여 연결되거나, USB2.0 인

터페이스로 연결되어진다. OFDM 터미널 장치(703)과 ISP(701)는 이더넷 케이블(702)로 연결되어지거나, 광인터페

이스로 연결되어진다.

사용자 PC(711,714)에서 발생되는 데이터 패킷은 OFDM 모뎀(710,713)이 수신 받아 1차적으로 QAM 방식으로 변

조되어 OFDM의 RF 확산된 신호로 OFDM 터미널 장치(703)로 전송되어 진다. OFDM 터미널 장치(703)는 전송되어

진 OFDM 신호를 다시 QAM으로 변조하고 다시 데이터로 변환하여 이더넷신호로 ISP(701)에 전송되어 짐으로서 사

용자 PC(711,714)는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다. 역으로, ISP(701)로부터 전송되어지는 이더넷 데이터는 OFDM 터미

널 장치(703)에서 QAM으로 변조된 후 OFDM으로 다시 변조되어 RF 확산된 신호로 CATV망을 통하여 OFDM 모뎀

(710,713)에 전송되어진다. OFDM 모뎀은 CATV망으로부터 전송되어진 OFDM 신호로부터 QAM 변조를 하고, 다시

이더넷 데이터로 변환하여 사용자 PC에 전송되어진다.

CATV 신호는 분배기(720)에서 분배되어지며, CATV용 헤드엔드(미도시)에서 전송된 신호를 이용하여, 사용자에게 

영상서비스를 제공한다.

사용자PC(711, 714)에서 발생되는 데이터 패킷은 OFDM 모뎀(710, 713)에 전송되어 저장된 후 OFDM 터미널 장치

(703)로 전송될 IEEE802.11 MAC 프레임으로 재구성된다. 전송할 프레임을 가지고 있는 OFDM 모뎀(710)은 물리

적 및 가상 반송파 감지 메커니즘의 조합으로 매체가 사용되고 있는지 어떤지를 먼저 감시한다. 이때 만약 매체로부터

OFDM 모뎀(710)이 데이터를 수신중인 경우, 반이중통신방식에 의하여 데이터 전송을 하지 않고 먼저 수신이 완료될

때가지 대기한다. OFDM 모뎀(710)은 데이터 수신이 완료된 후 다시 매체의 상태를 감시한 후 만약 매체가 사용되고 

있지 않은 Idle 상태이면 데이터를 매체에 전송하게 된다. 역으로 전송매체가 다른 OFDM 모뎀에서 사용 중이면 OFD

M 모뎀은 매체가 Idle 상태가 될 때까지 기다린 후, 다시 데이터 전송을 시도하게 된다.

OFDM 터미널 장치(703)와 OFDM 모뎀(711,714)의 물리적, 논리적 전송 매체 사용 감지 메커니즘이 매체가 사용되

고 있음을 알리면 본 발명에서는 IEEE802.11의 랜덤 백오프 시간을 사용함으로써 공유하고 OFDM 모뎀 간에 일어

날지도 모르는 충돌 가능성을 피한다. 충돌 가능성이 높게 나타나는 고밀도 매체 사용 환경에서 동일한 시간 주기지

연은 자주 매체가 사용 중이 되도록 만들 것이다, 많은 OFDM 모뎀들이 매체가 Idle하게 되면 동시에 재전송을 시도

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랜덤 백오프 시간은 매체가 Idle하게 되었을 때 OFDM 모뎀의 프레임의 전송 시간을 점

점 연기시켜 OFDM 모뎀들의 충돌할 가능성을 최소화한다. 랜덤 백오프 시간은 다음 공식을 사용하여 구한다.

Backoff Time = Random() + aSlotTime

Random()은 [0, CW] 사이에 걸쳐 일정한 확률로 분포하는 의사 랜덤 정수이며, 여기서 CW(Collision Window)는 

MIB(Management Information Base) 속성값 aCWmax, aCWmin 사이의 정수값이다. aSlotTime값은 해당 OFDM 

모뎀의 MIB에 있는 값과 동일한 값이다.

OFDM 모뎀의 재전송 횟수가 많을수록 CW값을 지수 함수적으로 증가시키는데 그 이유는 충돌을 최소하화고 저밀도

및 고밀도 네트워크에서 스루풋(Throughput)을 최대하기 위함이다.

도8은 본 발명의 또 다른 실시예로서 OFDM 방식을 이용한 디지털 통신 장치(801)는 무선 랜 엑세스 포인터 장비(80

2), IP 셋탑박스장치(803) 또는 VoIP 장치(804) 등에 내장 또는 외장 되어 사용되어 질 수 있다는 것을 보이고 있다. 

엑세스 포인터 장비, IP 셋탑박스장치 또는 VoIP 장치의 데이터 패킷은 본 발명의 디지털 통신 장치의 MAC 처리부에

접속되며, IEEE802.11의 프레임에 맵핑되어진다. 상기와 같이, 본원의 디지털 통신 장치는 임의의 서비스를 IEEE80

2.11의 프레임에 맴핑함으로서 다양한 서비스를 수용할 수 있다.

발명의 효과

본 발명의 OFDM 터미널 장치 및 OFDM 모뎀을 포함하는 디지털 통신 장치는 CATV(케이블티브이)망을 포함하는 

유선케이블망에서 실효 데이터 속도 50Mbps이상의 데이터를 전송가능토록 하며, 한정된 유선케이블망의 주파수대



등록특허  10-0465307

- 5 -

역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시스템 및 장치의 구조가 단순하여 기존의 케이블 모뎀등과 같은 시스

템 및 장치보다 비용적으로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제1 포트를 통해 외부 데이터 처리장치에 접속되고 제2 포트를 통해 유선케이블망을 경유하여 상대측 통신장치에 접

속되며, 상기 데이터 처리장치로부터 제1 데이터 신호를 받아들이고 변조하여 상기 상대측 통신장치에 송신하고, 상

기 상대측 통신장치로부터 변조된 제2 데이터 신호를 받아들이고 복조해서 제2 데이터 신호를 복원하여 상기 데이터 

처리장치에 공급하는 디지털 통신장치로서,

상기 제1 포트에 전기적으로 접속되어 있으며, 하나의 주파수를 사용하여 상기 유선케이블망을 통해 상기 디지털 통

신장치가 상기 상대측 통신장치와 신호를 송수신할 수 있도록 상기 제1 데이터 신호를 버퍼링하는 매체접근제어 처

리부;

상기 매체접근제어 처리부로부터 상기 제1 데이터 신호를 받아들여 직교주파수분할다중화 변조하고, 상기 상대측 통

신장치로부터 수신된 직교주파수분할다중화 변조된 제2 데이터 신호를 복조하여 상기 제2 데이터 신호를 복원해서 

상기 매체접근제어 처리부에 제공하는 메인 프로세스부;

상기 메인 프로세스부로부터의 직교주파수분할다중화 변조된 제1 데이터 신호를 RF 신호로 변환하여 상기 제2 포트 

및 상기 유선케이블망을 통해 상기 상대측 통신장치로 전송하고, 상기 제2 포트를 통해 수신되는 신호로부터 상기 직

교주파수분할다중화 변조된 제2 데이터 신호를 복원하여 상기 메인 프로세스부에 제공하는 RF 처리부; 및

상기 제2 포트를 통해 수신되는 신호로부터 상기 유선케이블의 사용여부를 판단하여 상기 매체접근제어 처리부를 제

어하는 반이중통신 제어부;

를 구비하는 디지털 통신장치.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메인 프로세스부가

상기 매체접근제어 처리부로부터의 상기 제1 데이터 신호를 직교진폭변조하고, 직교진폭변조된 제2 데이터 신호를 

복조해서 상기 제2 데이터 신호를 복원하여 상기 매체접근제어 처리부에 제공하는 직교진폭변복조부; 및

직교진폭변조된 제1 데이터 신호를 직교주파수분할다중화 변조하고, 상기 직교주파수분할다중화 변조된 제2 데이터 

신호를 복조하여 상기 직교진폭변조된 제2 데이터 신호를 복원하여 상기 직교진폭변복조부에 제공하는 변환연산부;

를 구비하는 디지털 통신장치.

청구항 3.
제2항에 있어서, 상기 메인 프로세스부가

상기 매체접근제어 처리부로부터의 상기 제1 데이터 신호를 에러정정부호화하여 에러정정부호화된 제1 데이터 신호

를 상기 직교진폭변복조부에 제공하는 에러정정부호화부; 및

상기 직교진폭변복조부로부터 에러정정부호화된 제2 데이터 신호를 받아들이고 에러정정복호화해서 상기 제2 데이

터 신호를 복원하여 상기 매체접근제어 처리부에 제공하는 에러정정복호화부;

를 더 구비하는 디지털 통신장치.

청구항 4.
제1항에 있어서, 상기 RF 처리부가

상기 직교주파수분할다중화 변조된 제1 데이터 신호를 제1 동위상(I) 신호 및 직교위상(Q) 신호로 변조하고, 제2 동

위상 신호 및 직교위상 신호로부터 상기 직교주파수분할다중화 변조된 제2 데이터 신호를 검출하는 변조/검출부; 및

상기 제1 동위상 신호 및 직교위상 신호를 증폭하고 대역통과필터링하여 상기 유선케이블망을 통해 상기 상대측 통

신장치로 전송하며, 상기 상대측 통신장치로부터 수신되는 신호를 대역통과필터링하고 증폭하여 상기 제2 동위상 신

호 및 직교위상 신호를 출력하는 RF 변환부;

를 구비하는 디지털 통신 장치.

청구항 5.
제1항에 있어서,

상기 MAC 처리부가 IEEE802.3 데이터 프레임 형태로 상기 데이터 처리장치와 신호를 송수신하는 이더넷 트랜시버 

또는 광 트랜시버를 포함하고,

상기 반이중통신 제어부는 CSMA/CA 모드의 DCF(Distribution Coordination Function)방식과 우선순위 기반 접근

모드인 PCF(Point Coordination Function)에 따라 상기 매체접근제어 처리부를 제어하는 디지털 통신 장치.

청구항 6.
제1항에 있어서,

상기 MAC 처리부가 IEEE802.11 데이터 프레임 형태로 상기 데이터 처리장치와 신호를 송수신하는 무선랜 액세스 

포인트 모듈을 포함하는 디지털 통신장치.

청구항 7.
제1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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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유선케이블망은 전송신호를 분기하기 위한 분배기를 포함하고, 상기 분배기는 전송 주파수 1GHz 아래 대역 또

는 2.5GHz 아래 대역에서 동작하는 디지털 통신 장치.

도면

도면1

도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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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

도면4

도면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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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6

도면7

도면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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