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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안테나(1)로 수신된 신호(60)의 재송신용 신호(61)로의 증폭을 위한 것으로, 재송신된 신호(61)가 중첩되는 정보를 

가질 가능성이 있는 트랜스폰더(19) 내에, 정지 발진기(5)가 진폭 요소로서 일체화되어 있다. 상기 발진기(5)는 바람

직하게는 수퍼 재생식이고, 수신된 신호(60)에 대해 음의 저항(30)을 나타낸다. 본 발명에 따르는 트랜스폰더는 무선 

또는 유선 기반 네트워크에서 네트워크의 지능형 또는 비지능형 접속으로 작업하는 시스템 요소로서 도입될 수 있다.

트랜스폰더는 또한 위치 결정 시스템으로 사용될 수도 있다.

대표도

도 2

색인어

재생식 트랜스폰더 시스템, 아날로그 재생식 트랜스폰더

명세서

기술분야

본 발명은 첨부한 청구항 1의 전제부에 예시된 바와 같은 일반형의 트랜스폰더, 그러한 트랜스폰더의 네트워크에의 

적용 뿐만 아니라 첨부한 청구항 33의 전제부에 제시된 바와 같은 네트워크에서의 트랜스폰더 시스템에 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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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기술

트랜스폰더 시스템에서, 무선 주파수 신호가 트랜스폰더에 송신되고, 차례로 변조된 형태로, 즉 트랜스폰더로부터 중

첩된 정보를 갖는 신호를 재송신한다. 트랜스폰더의 용도는 어떤 방식으로 트랜스폰더에 관련된 정보를 전달 또는 검

색하는 것일 수 있다. 트랜스폰더는 통상 원래의 정보만 갖는 착신 신호를 중계하는 것으로 기대되지 않는다. 일부 트

랜스폰더는 간접적으로 다른 트랜스폰더는 직접적으로 작용한다. 간접 재송신에서는, 신호가 수신되어 순서대로 재

송신된다. 재송신은 수신된 신호의 대역과 다른 주파수 대역으로 일어나는 것일 수 있다. 리피터(repeater)라고도 칭

해지는 현대의 디지털 통신 트랜스폰더는 정보를 재송신할 때 신호를 디지털 방식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공지된 기술은 복잡성, 비용 및 감소된 정보 대역폭을 갖고 작용한다.

현대의 디지털 데이터 통신은 2방향 액세스 네트워크(last mile)에서의 확장 및 개선된 기본 구조에 대한 큰 기대를 

해왔다. 이것은 긴 범위(장거리) 통신(first mile)에 대해서도 부분적으로는 참이다. 위성 액세스 네트워크에서, 현재

까지 전화 동선 네트워크에 크게 의존해왔던 저가의 반송 채널 용량을 계속 찾고 있다.

최근 통신 가능 범위, 대역폭 및 신뢰성의 혁신적인 확장은 디지털 신호 처리 뿐만 아니라 그 개량 방법의 신규 어플

리케이션을 대부분 다루어왔다. 아날로그 신호 처리가 어떤 통신 또는 송신 시스템의 기본 물리 계층이라는 사실을 

잊거나 경시한다. 디지털 신호 처리의 모든 개량에도 불구하고, 달성할 수 있는 결과는 아날로그 신호 처리 파라미터

에 의해 과도하게 제한된다. 전체 신호 처리의 방대한 개량 및 신기원은 아날로그 신호 처리에 동일한 주의를 기울였

으면 달성될 수 있었다고 결론내릴 수 있다.

무선 어플리케이션에서는, 경로 손실이 일반적으로 80에서 130㏈까지 변화할 수 있다. 케이블 및 유선 기반 어플리

케이션에서는, 더 높은 주파수 대역을 사용하고자 할 때 상기 손실은 일반적으로 30에서 80㏈까지 변화할 수 있다. 

동시에, 고유 또는 도입된 성질에 의해 최적으로 분리되지 않은 회로들간의 절연은 일반적으로 0에서 15㏈까지만이

다.

예외 없이, 고주파수 반송 디지털 송신을 위한 현대의 트랜스폰더 또는 리피터는 따라서 라인 이득에서의 높은, 인밴

드(in-band) 또는 인접한 채널 아날로그를 이용하지 않는다. 이러한 형태의 듀플렉스 신호 중계는 대부분의 시스템에

서 불안정하게 되므로, 종래 기술을 이용하여 실현될 수 없다. 따라서, 텍스트북은 이러한 유형의 문제점에 대한 솔루

션을 갖고 있지 않다. 이러한 종류의 일반적인 현대의 문제점은 케이블 모뎀 시스템에서의 업 및 다운스트림 증폭이

다. 여기에서, 상기 문제점은 하나의 동축 케이블을 통해 2개의 신호 방향을 통과하는 것과, 소정 기간에 신호를 증폭

시키는 것이다. 공지된 기술을 이용한 상기 문제점에 대한 솔루션은 1방향에 대한 증폭기와 다른 방향에 대한 바이패

스 필터를 간단히 결합한 소위 양방향 증폭기이다. 이러한 솔루션은 디바이스의 2개의 메인 포트 사이의 제한된 절연

으로 인한 안정성을 최적화하도록 큰 2개의 신호 방향의 주파수차에 의존한다. 다른 케이블 및 유선 기반 어플리케이

션에서는, 포트간의 높은 절연이 한가지 이유 또는 다른 이유로부터 실현될 수 없을 때 아날로그 이득 솔루션은 존재

하지 않는다. 일반적인 예는 접속이 전력 레일에 간접적으로 이루어지고 분리되어야 하므로 허용 가능한 증폭기 포트

절연을 방해하는 전력 회로 그리드 접속 박스이다. 유사하게, 전력 그리드 변압기 스테이션에서는, 저전력 회로, 변압

기 및 중간 전압 회로를 통한 신호 누설이 허용 가능한 절연을 방지한다. 그것은 지금까지의 인터넷 액세스를 위한 모

든 PLC(전력선 통신) 시스템이 신호 대 잡음비를 보존하도록 분배된 아날로그 이득 블록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분배된 케스케이드(cascaded) 이득 블록은 저손실 동축 케이블을 이용하는 케이블 모뎀 시스템에는 기본적이다. 실

제로 더 높은 감쇠를 갖는 전력 그리드에서, 대응하는 이득 블록에 대한 필요성이 더 낮아지고, 기술적인 요구는 대부

분의 관점에서는 실제로 더 커진다. 또한 명백히 케스케이드될 수도 있는 전력 그리드의 아날로그 이득 블록을 이용

하는 것은 PLC 시스템에서 현실성 및 실현 가능성에 관하여 고려되지 않았다. 진정한 셋백 (set-backs) PLC 시스템

은 신뢰할 수 있는 큰 대역폭을 생성하고 이것을 나타내는 규정과 부합하게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공지된 PLC 액세

스 시스템은 모두 독점적인 스위칭 대칭 통신 프로토콜을 사용한다. 그것은 또한 이득 블록이 양방향이어야 하는 종

래의 이득 블록에 대한 추가의 요구를 부과한다. 이것은 PLC 시스템 설계자가 대역폭을 감소시키는 디지털 리피터를

사용하게 하거나, 원하는 통신 가능 범위를 얻도록 과도한 여기 레벨 뿐만 아니라 비교적 낮은 반송 주파수를 이용하

게 한다. 신호의 스위칭 성질은 방출 문제를 더욱 심각하게 만든다. 긴 지연 시간은 또한 IP 전화통신과 같이 시간 임

계 어플리케이션에 더욱 적용할 수 없게 만드는 이들 시스템의 일반적인 결점이다. 이것은 특히 다수의 클라이언트를

갖는 대형 시스템에서는 참이다. PLC 시스템은 기본 구조와 가티 높은 반송 주파수를 사용할 능력의 부족으로 인해 

방출 및 내성 특성을 개선하고, 감쇠된 반사의 이득을 향유하며, 대역 그룹 지연 리플을 감소시키는 것을 특징으로 한

다. PLC 시스템에서 사용되는 주파수를 더 낮추면, 전송 특성은 더욱 많이 변화한다. 이들 결합된 이유는 현재까지 P

LC 액세스 시스템이 과저 5 내지 10년동안 사용한 현저한 이득이 없는 이유의 기술적인 설명에 관한 고찰일 수 있다.

무선 시스템에서, 상기 상황은 인밴드 양방향 트랜스폰더 또는 리피터를 필요로 하는 대칭 스위칭 시스템을 이용하면

유사하다. 2 이상의 안테나를 이용하여, 소정의 이득이 얻어질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이득은 필요한 순이득을 얻고 

손실을 보상하기에 항상 충분하지는 않다. 이것은 현대의 사용법이 대역폭을 감소시키고 높은 비용을 부담시키는 기

술을 이용하는 것과 관련된 데이터 송신 트랜스폰더 또는 리피터를 해결하는 다른 방법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 높은

포트 절연이 비현실적임을 나타내는 저가의 간단한 높은 아날로그 케스케이드 고주파수 이득을 가능하게 하는 새로

운 핵심과 시스템 기술에 대한 필요성이 다수의 디지털 및 아날로그 통신 지역에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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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한 트랜스폰더는 간단한 주입 동기 발진기(injection locked oscillator)로서 실현될 수 있는 것이 알려져 있다. 

이들 트랜스폰더의 사용은 지금까지 신호를 중계하지 않고 트랜스폰더 변조 응답을 얻는데 한계가 있었다. 주입 동기

발진기의 가장 큰 결점은 매우 협소한 동기 주파수 대역과 매우 낮은 감도이다. 주입 동기 발진기를 개량하고 그 어플

리케이션을 확장하는 기술에 대한 요구가 있다.

아래의 진공관의 플레임의 발명 및 수퍼 재생식 검출기의 암스트롱의 발명 등 다년동안 여러가지 시도가 신호 네트워

크에서의 기술을 이용하도록 이루어졌었다. 그들 중 일부가 특허화되었다. 그들 대부분은 수신용으로만 재생 회로를 

사용하고, 일부는 변조된 트랜스폰더 응답도 얻기 위한 것을 특징으로 한다. 그것은 고체 상태 소자에 기초한 일부 상

당히 최근의 특허를 포함한다. 상술한 사용법이 시대에 떨어지거나 매우 좁고, 더욱이 현재의 요구에 대해 제한되거나

제안된 솔루션과 일부의 제안된 사용법 사이의 심각한 불일치를 포함하는 경우에 신호 중계 또는 케스케이드된 재생

식 이득이 매우 드물게 제안될 수도 있다. 이들 모두에 공통되는 것은 적어도 진공관을 사용하고, 고체 상태 이득 요소

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다. 진공관의 사용은 또한 기술의 기술 분야에서의 사용의 신뢰성을 입증하는 것을 막았 다. 또

한, 진공관의 사용은 필요한 세밀함, 반복성, 신뢰성 및 허용 가능한 비용을 제한 또는 막았다. 이들 모두에 공통되는 

것은 신뢰할 수 있는 통신 대역폭이 협소하고, 내성 및 불필요한 방출에 대한 현재의 표준을 충족시키도록 신호를 입

출력하는 예민한 대역 통과 필터링의 부족이다. 방대하게 개량된 사양 및 비용 인자를 갖는 현대의 고체 상태 소자가 

암스트롱의 발명을 완전히 새로운 관점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을 산업이 알지 못했다. 이들은 모두 현대의 디지털 통신

에서의 새로운 아날로그 이득 블록 솔루션에 대한 해결되지 못한 요구가 있음을 나타낸다. 그것은 또한 신규 어플리

케이션에 의해 및 현대의 소자 기술에 기초한 신규 아키텍쳐를 이용하여 무시되고 잊혀졌던 기술이 이러한 요구를 충

족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음을 나타낸다.

데이터 통신이 소위 광대역 분배용 액세스 네트워크 및 클라이언트와의 다른 통신을 포함하기 위한 분배 회로상의 전

력선 감시 및 통신(PLC)에서, 현재까지의 통신 가능 범위는 신호 손실로 인해 100 내지 300미터로 제한된다. 이들 한

계 거리에서, 불필요한 방출이 여전히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라인 증폭기는 분리 및 설치하는데 매우 고가이

며, 간접 리피터는 데이터 대역폭을 감소시킨다. 이것은 또한 현재까지 매우 좁은 대역폭을 갖는 시스템만이 시판되어

왔던 고전압 케이블에 대해 참이다. 결국 공지된 기술은 광, 동, 위성 또는 무선 통신에 의해 링크되어야 했던 소형 시

스템에 제한되었다. 따라서, 케이블 또는 유선 통신 네트워크로서 전력 그리드 네트워크의 전체 기본 구조가 함께 결

합될 수 있게 하는 새로운 기술이 필요하다. 공지된 기술에 의해, 간단하고, 신뢰할 수 있으며, 반복 가능하고 저가의 

방법으로 전력 네트워크내의 매설된 틈을 통과하는 복잡한 설비, 즉 변압기 스테이션 또는 분배 패널 없이 신호를 중

계할 수 있는 솔루션이 존재하지 않는다. 전력 그리드 구조 사이의 브릿지와 아날로그 이득을 모두 전달할 수 있는 새

로운 솔루션에 대한 요구가 있다. 전력선을 통한 큰 대역폭 통신을 위한 기존의 시스템은 허용 가능한 감쇠 레벨을 달

성하기 위해 RF 스펙트럼의 낮은 부분을 사용하므로, 저전력선에서 최대 20㎒까지 나타내고 전력 그리드의 일부에서

현저하게 높아지는 저주파수 잡음 및 변화를 겪는 심각한 불이익이 있다. 전력선 잡음은 다양한 확산 스펙트럼 기술

의 효과를 가변적으로 때때로는 예측 불가능하게 만드는 규칙적인 백색 잡음 특성을 나타낸다. 다수의 상이한 회로를

구비한 전력 그리드의 전형은 낮은 영역 고주파수 특성이 격렬하고, 지리적으로 변화하고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것이

다. 그래서, PLC 설계자는 허용 불가능한 방출 레벨을 야기하는 높은 신호 여기 전력 레벨을 사용할 수 밖에 없었다. 

따라서, 기본 구조의 변형이 작거나 없는 간단한 방법을 이용하는 액세스 데이터 네트워크로서 사용되는 전기 네트워

크에서 아날로그 이득 블록을 위한 새로운 기술에 대한 요구가 존재한다. 그러한 기술은 중간 및 고전압 시스템에도 

적용 가능하고, 무선 아날로그 및 디지털 통신 및 방송에서 큰 의미를 가질 수 있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따라서, 본 발명의 주요 목적은 통상적으로 허용 가능한 포트 절연이 비현실적이거나 근본적으로 방지된 통신에 사용

되거나 유용한 기본 구조 및 기존 및 새로운 시스템에 실질적인 고주파수 아날로그 케스케이드 이득을 조장하는 트랜

스폰더, 리피터 및 트랜스폰더 또는 리피터 시스템, 결합 설비, 상호 결합 설비 뿐만 아니라 그 개량을 제공하는 것이

다. 본 발명의 목적은 또한 다수의 고주파수 어플리케이션에 대해 인밴드 또는 분리 주파수 대역에서 양방향 이득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본 발명의 중요한 목적은 통신 기본 구조로 사용할 의도가 아니었던 기본 구조를 사

용하여 통신을 조장하거나 기존의 통신 기본 구조를 개량한 새로운 솔루션을 제공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목적은 RF 신호를 단일 또는 케스케이드 기반에서 중계하는 매우 일반적이고 동시에 저가의 시스템을 제

공하는 것이다. 이것은 설치 및 전력 공급이 용이하고, 기본 구조에 변형을 최소화 또는 없게 하여, 그에 따라 어떤 이

유로 기본 구조가 실질적으로 변형될 수 없을 때 필요 조건을 충족하는 하나 또는 다수의 재생식 트랜스폰더 또는 리

피터 및 결합 설비를 통해 실현된다. 그러므로, 본 발명의 목적은 불가능하고, 비현실적이거나 너무 고가인 장거리 통

신 범위 및 대역폭을 조장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다른 목적은 실현 불가능하거나 너무 고가였던 본 발명의 간편성 및 고성능에 기초하여 새로운 유형의 통

신 시스템을 실현하는 수단을 제공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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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의 또 다른 목적은 단방향, 양방향 및 다방향 사용을 위한 케스케이드 시스템 재생식 이득 블록을 제공하는 것

이다. 본 발명의 또 다른 목적은 업 링크 및 다운 링크를 위한 주파수 대역이 중첩할 때 뿐만 아니라 이들 대역이 분리

되거나 인접할 때에도 기능하도록 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또 다른 목적은 다른 방향 으로 신호 다이나믹스(dynamics

) 업 링크 및 다운 링크가 유사할 때와 이들이 명백히 다를 때에도 기능하게 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또 다른 목적은 송신 매체 및 아날로그 시스템 소자 사이의 상호 접속을 조장하는 것이다. 또한, 본 발명의 

목적은 송신 매체와 유사한 사용 가능한 전력선 그리드 또는 다른 기본 구조로의 동축 케이블 시스템, 섬유 케이블 시

스템 및 하이브리드 섬유 및 동축 시스템(HFC)의 확장을 조장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본 발명의 목적은 어떤 기존의 통신 또는 방송 시스템의 기존의 RF 신호 경로를 새롭게 개량하는 것을 조

장하는 것이다. 그 예들은 고전압, 중간 전압, 저전압을 포함하는 전력선 그리드, 가로등 및 제어 케이블 및 배선에 케

이블 모뎀 또는 긴 범위의 이더넷(Ethernet) 기술을 사용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어플리케이션의 하나 이상의 예는 확

장 무선 LAN 통신 범위 등이다.

또한, 본 발명의 목적은 무선 네비게이션, 무선 위치 결정, 무선 방향 탐지, 무선 조준에 대한 새로운 개량 또는 선택적

인 트랜스폰더 솔루션, RFID 및 ECM 사용법을 제공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여러 목적은 제 1 양태에서 첨부한 청구항 1에 제시된 바와 같은 트랜스폰더로 달성된다. 또한, 유리한 특

성은 첨부한 종속 청구항에 의해 제시된다.

추가의 상술한 목적은 제 2 양태에서 첨부한 청구항 33에 제시된 바와 같은 트랜스폰더 시스템으로 달성된다.

상기 시스템의 추가의 특성은 첨부한 종속 청구항에 의해 제시된다.

상기 방법과 완전히 독립적으로 본 발명의 제 1 양태는 상세히 실현되고, 본 발명의 원리는 가능한 수퍼 재생식의 재

생식 이득 블록으로 기술될 수 있으며, 종종 음의 저항을 갖는 하나의 포트가 선호된다. 본 발명의 정지 발진기(quenc

hed oscillator)와 기술적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은 안정성 기준이 내부 특성에 의해서뿐만 아니라 외부 파라미터

에 의해서도 결정되므로 정지 또는 스위칭 증폭기이다. 따라서, 정의에 의하면 정지 증폭기 자체가 정지 발진기이다.

본 발명의 명백한 특징은 높은 수렴 이득을 나타내는 간단한 트랜스폰더이고, 대응하는 성능을 갖는 트랜스폰더는 동

일한 주파수 대역에서 또는 주파수 전이 대역에서 수신된 신호의 증폭된 버전을 재송신할 수 있으며, 1 포트 증폭기로

서 작용할 수 있고, 따라서 방해가 없는 신호 경로에서 직접 작용하도록 사용될 수 있다. 따라서, 임계 방출 레벨을 초

과하지 않고 전력 케이블과 같은 송신선에서 신호 대 잡음비를 유지하기에 적합하다. 본 발명의 정지 발진기 트랜스

폰더의 이점은 동적 범위 및 대역폭을 맞추도록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일례는 모든 대역폭 에너지 또는 용장성을 

또한 부가하는 모든 유용한 측대역을 사용하는 것이다. 다른 예는 측대역 또는 필터링에 의해 선택적으로 촉진되는 

여러개의 측대역을 사용하는 것이다. 수퍼 재생식 원리를 이용할 때 본 발명의 명백한 특징은 높은 정지 주파수에 의

해 촉진될 수 있는 넓은 통신 대역폭 성질 및 내성 및 불필요한 방출에 대한 현대의 요구 조건을 지원하기 위해 출력 

및 입력에 대해 예민한 대역 통과 필터를 사용하는 것이다. 이것은 통과 대역 전송 특성과 대역외 전송 특성 모두에 

최고의 감쇠가 일어나는 상당히 진보된 필터 설계를 필요로 한다. 이것은 높은 인밴드(채 널) 및 인접 대역(채널) 이득

이 필요하기 때문에 중요하다.

본 발명은 본 발명에서 트랜스폰더의 결합의 흡족한 링크인 구조 및 소자의 표유 용량을 특징으로 하고, 이것은 본 발

명에 의해 더 높은 주파수가 표유 결합의 효과를 증가시킬 수 있도록 돕는다. 요약하면, 본 발명과 관련된 큰 증폭은 

기술적 또는 경제적 이유로 결합 설비를 현저하게 조장한다. 그러한 본 발명에 의한 조장의 일례는 중간 전압 설치에

서 고주파수 반송파로 신호 전소을 위한 케이블 접속 및 '엘라스티몰드(Elastimold)' 전력 네트 스테이션의 용량성 전

압 탐침을 사용하는 것이다. 엘라스티몰드 및 후속 시스템과 관련된 케이블은 펙스(Pex) 케이블이라고 하며, 하나 이

상의 내부 도체 및 외부 차폐를 갖는 동축 케이블 구조와 유사하다. 엘라스티몰드 및 유사한 시스템의 용량성 디바이

더는 주파수에 의한 증가된 효과를 나타낸다. 용량성 디바이더 탐침은 RF 신호 센서로 종종 충분하지만, 여기하는데 

불충분할 수 있다. 본 발명의 용량성 디바이더 결합의 개량된 버전은 외부 차폐가 결합 커패시터로 사용될 때 나타난

다. 이것은 케이블 상에 케이블 종단으로부터 소정의 거리에 페라이트 또는 철 파우더 슬리브(iron power sleeve) 또

는 토로이드 코어(toroid core)가 클램핑되는 경우 본 발명에서 더욱 개량된다. 유사하게, 본 발명에서, 내부 도체 및 

공통 전위 사이의 표유 용량은 차폐 및 공통 전위 사이에서 신호가 결합 가능하게 하는 결합 커패시터로 이용될 수 있

다. 본 발명은 효율적인 공통 고주파수 전위를 달성하고 그에 따라 또한 불필요한 공통 모드 방출 및 내성을 억제하도

록 돕기 위해 설계된 표유 커패시터 설비를 사용할 수 있다. 본 발명은 적어도 2개의 케이블 또는 기준으로서의 접지 

또는 이들 둘의 조합을 이용하 여 차동 방식으로 주입 또는 샘플링되는 RF 신호를 이용할 수 있다.

따라서, 본 발명은 소위 PLC(전력선 통신) 시스템보다 전력 그리드 회로에 사용될 반송 주파수를 더 높게 할 수 있다.

케이블 상의 시스템 에너지와, 전력선 잡음으로부터 벗어난 높은 반송 주파수와 결합하여 케이블에 의해 픽업된 R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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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섭 신호 모두에 대해 방출 손실을 이용함으로써, 매우 낮은 신호 레벨이 필요하게 되고, 다른 서비스를 방해할 위험

이 제거된다. 높은 반송 주파수상의 RF 간섭은 주파수 영역에 용장성을 이용하여 최소화될 수 있다. 본 발명은 다수의

조합이 용장성이 필요할 때, 즉 전력선 잡음 문제가 현저한 가정 및 빌딩의 저전압 전력선에 용장성을 제공할 수 있게

한다. 용장성은 많은 통신 채널을 부가함으로써 전체 시스템 대역폭을 증가시키기 위해 부가될 수도 있다. 추가의 용

장성의 이용은 환경 변화 즉 간섭에 대한 시스템 적응성을 위해 통신 시스템에서의 트랜스폰더 또는 리피터의 원격 

또는 자동 제어 또는 스위칭에 의해 달성될 수 있다.

본 발명은 수퍼 재생식 리피터(트랜스폰더)의 주파수 전이 또는 전위를 높은 변환 이득과 함께 이용할 수 있다. 주파

수 전이는 중간 주파수의 양측에 다수의 정지 주파수와 동일할 수 있다. 유사하게, 통상적이지만 더 고가이고 더욱 전

력 소비하는 기술을 이용하는 본 발명의 다른 새로운 솔루션은 믹서 증폭기의 입력 및 출력이 함께 결합되어 1 포트로

사용되거나, 그들 사이의 절연이 근본적으로 심각하게 제한되는 증폭기와 직렬로 주파수 컨버터 또는 믹서를 사용한

다. 그 어플리케이션은 케이블 또는 유선 시스템에서 잡음 허용 한계, 가변 케이블 유형에 대한 적응성, 주파수 전이를

포함하는 1 포트 또는 2 포트 증폭을 이용하여 길이 및 손실을 증가시키는 것일 수 있다. 이들 구현예의 주요 기능은 

동일하고, 주파수 전위 1 포트 증폭기로 설명될 수 있다. 그들 사이의 실제적인 차이점은 본 발명의 수퍼 재생식 솔루

션이 인접한 채널 선택에는 무관하지만, 본 발명의 믹서 솔루션이 양호한 필터링을 필요로 하는 것이다. 이들은 유용

한 또는 사용 가능한 주파수 대역이 제한될 때 중요한 고려사항이다.

본 발명의 다른 특징은 양방향 수퍼 주파수 변환식 신호 블록과 결합된 재생식 및 수퍼 재생식 발진기 또는 증폭기의 

개량이다. 이 개량은 하나 이상의 주파수 믹서와 공통 국부 발진기로 이루어진다. 이 개량은 양 방향의 이득 스테이지

를 포함할 수 있고, 그 목적은 손실을 보상하고 트랜스폰더의 신호 다이나믹스를 얻는 것을 돕기 위한 것이다. 이 개량

은 예를 들어, 큰 트랜스폰더 대역폭에 대해 매우 높은 정지 주파수를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 재생식 발진기가 트랜스

폰더 주파수 대역과 다른 주파수 대역에 최적화될 수 있게 한다. 이 개량은 국부 발진기 주파수를 변경시킴으로써 본 

발명의 트랜스폰드 주파수 대역이 쉽게 변화될 수 있게 할 수 있다. 이 개량은 본 발명의 트랜스폰더 주파수 대역과 

재생식 디바이스 주파수 대역 모두에 대해 필터를 포함할 수 있다. 이 개량은 또한 정지 주파수 하모닉스 억제가 개량

되기 때문에 동적 범위를 증가시킨다. 이 개량은 또한 수퍼 주파수 변환식 블록에서 허용 가능한 이득을 증가시키도록

양방향 합성기를 포함할 수 있다. 수퍼 주파수 변환식 순이득은 액티브 믹서에 의해 달성될 수 있다. 상당한 외부 포트

절연이 존재할 때, 트랜스폰더가 각 방향에 대해 주파수 변환식 이득을 분리하는 2 포트로 사용될 수 있다. 비대칭 시

스템에서와 같이, 단방향 시스템 이득이 이 방식으로 이용될 수 있다. 업 및 다운 링크는 본 발명에 따르는 이중 또는 

2개의 트랜스폰더와 결합될 수 있다. 본 발명의 또 다른 새로운 특징은 적당한 고주파수 이득이 요구되는 경우이다. 

본 발명에서 믹서에 의한 고유의 부가 절연이 재생식 발진기가 생략될 수 있게 하므로, 수퍼 주파수 변환식 체인을 상

호 접속함으로써 수퍼 주파수 변환 이득 자체가 충분히 재생식 가능하게 된다.

본 발명의 수퍼 재생식 발진기는 하나의 정지 사이클 동안 신호 없이 풀 발진 상태에 도달하지 않도록 하는 방식으로 

동작한다. 재생식 범위는 바이어서 조건 및 정지 기능에 의해 주로 결정된다. 정지 기능의 가장 중요한 성질은 정지 주

파수이다. 서브 헤르쯔 주파수(1/f)에서, 재생식이 적당하고 열악한 자체 안정성을 갖는다. 매우 높은 정지 주파수에서

이득은 저하되지만 안정성은 양호하게 유지된다. 중간 정지 주파수에서, 이득은 높고 안정성은 양호하지만, 대역폭 

성질은 유용하지 못할 수 있다. 본 발명은 이들 인자의 최적의 조합을 조장한다. 더 높은 반송 주파수, 고전류 및 고전

압 차폐 전력 케이블의 사용 가능성이 본 발명에 의해 또한 조장된다. 여기에서의 이점은 저주파수 영역 잡음의 방지

와 통신 대역 내에서의 감소된 그룹 지연 리플이다. 전송 특성의 더 작은 변화는 대형 및 소형 전력 케이블 상에 가능

한 높은 반송 주파수를 사용할 수 있는 큰 이점 중 하나이다. 본 발명은 이것을 다수의 방법으로 조장한다. 다수의 방

법 중 하나는 방해가 없는 회로와 비갈바닉 결합에 이득을 도입할 잠재적인 가능성과 큰 유효 증폭 이득이다. 전력 케

이블 통신 시스템에서 자유 공간 잡음 및 불필요한 방출의 소거도 본 발명의 일부이다. 본 발명의 가장 관심있는 양태

는 저비용 시스템 실현을 가능하게 하는 모든 구 현예이다.

본 발명에 의해 통상적으로 통신 네트워크에 대해 높은 반송 주파수, 다중 채널 및 양방향, 1 포트 중계를 이용하도록 

조장하는 것은 또한 비반송파 또는 저주파수 반송파 기반 통신 프로토콜이 본 발명에 이용될 수 있게 한다. 일례로서, 

이더넷 프로토콜은 케이블 모뎀 프로토콜의 사용과 유사한 방식으로 반송파 상에서 변조될 수 있다. 긴 범위 이더넷은

케이블 모뎀 시스템, Docsis 및 EuroDocsis와 유사하게 QAM을 사용하기 때문에, 본 발명에 이용하는 특히 관심있는

프로토콜이다. PLC 프로토콜 및 신호 포맷도 유사하게 사용될 수 있다. 본 발명은 대부분의 통신 프로토콜 및 변조 

유형에 사용도리 수 있다. 독점적인 통신 프로토콜 및 변조 방법이 적용될 수 있다. 변조 유형 및 통신 프로토콜의 예

는 주파수 확산 스펙트럼 OFDM, 시간 주파수 확산 스펙트럼 DSSS, QAM, QPSK, 및 케이블 모뎀 DOCSIS 및 EURO

DOCSIS, IEEE802.11x, 블루투스, TETRA, GSM, GPRS, GSM, UMTS, IP 전화통신 및 다른 유형의 전화통신과 같

은 프로토콜이다. 요구 조건에 따라, 본 발명에 의해 조정되는 신호는 이중 또는 단일 측대역일 수 있다. 또, 매체에서

의 감쇠가 높은 고주파수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은 반사를 무시할 수 있는 레벨로 감쇠시키며, 이것이 본 발명에 의한 

매우 중요한 조장일 수 있다.

전력 그리드 회로와 같은 세계적인 기본 구조에 광대역폭 통신을 조장함으로써, 이동 통신 등에 대한 새로운 개념이 

가능하게 된다. 일례로서, 어디나 존재하는 전력 기본 구조가 본 발명이 다수의 감소된 지역 통신 셀을 매우 감소된 총

시스템 비용 및 개량된 전체 커버리지로 실현할 수 있게 한다. 전력 케이블 또는 배 선이 존재할 때마다, 본 발명은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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례로서 UMTS 기지국으로서의 기지국에 대해 백본 기본 구조(backbone infrastructure)를 제공할 수 있게 한다. 무

선 리피터로 사용될 때, 본 발명은 또한 기지국의 무선 커버리지를 매우 합당한 비용으로 확장할 수 있게 한다.

본 발명은 이하 첨부한 도면을 참조하여 더욱 상세히 설명한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아날로그 및 디지털 유닛으로 구성된 공지 기술에 대응하는 일반적인 트랜스폰더 시스템의 블록도.

도 2는 본 발명을 기초로 하는 가장 간단한 재송신 가능 방법을 나타내는 본 발명의 제 1 실시 형태의 블록도.

도 3은 트랜스폰드의 대역폭, 불필요한 방출 및 에너지 소비를 이용하여 제어를 개선하기 위해 별개의 발진기 신호가

도입되는 실시예의 블록도.

도 4는 검출기 및 수신용 증폭(다운 링크)가 배치되고, 도입된 TR 스위치에 의해 다양한 레벨의 수신이 제어될 수 있

는 다른 설계 버전의 블록도.

도 5는 마이크로파 ASIC 또는 MMIC에서의 간단하고 저비용의 실현을 가능하게 하는 본 발명이 기초로 하는 마이크

로파 기술 개념의 간편성으로 인해, 트랜스폰더가 마이크로파 ASIC 내에 도입되어 있는 또 다른 설계 버전의 블록도.

도 6은 분할 양방향성 필터로서 나타내는 발진기로 및 발진기로부터의 신호 경로내의 필터 뿐만 아니라 다른 결합 요

소로 안테나가 대체되는 도 2의 설계 버전으로부터 전환하는 실시예의 블록도.

도 7은 수퍼 재생식 트랜스폰더가 네트워크 구조의 일부로서 작용하는 본 발명의 제 2 실시 형태를 나타내는 블록도.

도 8은 네트워크내의 트랜스폰더가 연결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신호 전송 매체를 나타내는 도면.

도 9는 본 발명에 따르는 트랜스폰더가 네트워크와 협력할 목적의 특수 설계 버전을 나타내는 도면.

도 10은 다수의 트랜스폰더가 일괄하여 네트워크 솔루션과 여러 가지 방식으로 접속하는 응용예를 나타내는 도면.

도 11은 또 다른 실시예에서 다수의 트랜스폰더의 일괄 응용예를 나타내는 도면.

도 12는 전송 라인의 용량을 증가시키기 위해 전송 라인 또는 도파관을 따라 트랜스폰더를 분배하는 일례를 나타내는

도면.

도 13은 포트 터미널(port terminal) 사이의 분리와 동시에 재생식 트랜스폰더로 원하는 신호 다이나믹스(dynamics)

및 대역폭을 달성하는 하나의 방법을 나타내는 도면.

도 14는 충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전력이 전력선 통신의 소정 영역에서와 같이 사용 가능하게 될 때 본 발명에 적용 

가능한 종래 기술을 이용하여 1 포트 주파수 전위 트랜스폰더(one-port frequency transposing transponder) 또는 

증폭기를 실현하는 하나의 방법을 나타내는 도면.

도 15는 양방향 주파수 전위 및 1 포트 양방향 증폭이 IEEE802.11b와 같은 대칭형 통신 시스템에 적용될 수 있는지

를 나타내는 도면. 동일한 원리가 구현예에 용장성을 부가하여 상이한 업 및 다운 링크 주파수 대역을 이용하여 비대

칭형 통신에 적용될 수 있다.

도 16은 부분적 또는 대부분 비대칭형 통신 즉, 케이블 모뎀 신호를 위해 본 발명이 양방향 결합 및 주파수 전위를 이

용하여 실현될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도면. 충분한 양의 전력이 사용 가능할 때, 증폭 및 방향성 결합이 즉, 저전력선 

및 케이블 상의 더 높은 반송 주파수를 이용하여 신호 대 잡음비를 유지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다.

도 17은 안테나 또는 탐침 설비(probe arrangement)로부터 방출된 신호 및 잡음이 방출된 신호 및 케이블 및 유선 

기반 시스템에서의 공통 모드 잡음 및 간섭을 소거하기 위해 직접 결합된 신호와 합성될 수 있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

를 나타내는 도면.

도 18은 본 발명에 의해 조장된 신형 액세스 시스템의 전체 도면을 포함하는 전력 그리드 통신 액세스 시스템을 나타

내는 도면. 중간 전압 스테이션에 대한 신규 솔루션이 도시되어 있고, 또한 분배 박스에 이득을 제공하는 신규 솔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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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다른 착신 포인트가 도시되어 있다.

도 19는 변압기 뿐만 아니라 저전압 케이블을 갖는 갈바닉 차동 결합기를 통해 고주파수를 전달하도록 커페시터 네트

워크로서 변압기를 이용하여, 결합기가 중간 전압 케이블에 접속되는 본 발명의 방법을 주로 나타내는 도면.

실시예

도 1에는 아날로그 유닛(22) 및 디지털 유닛(23)으로 이루어지는 일반적인 트랜스폰더 디바이스(18)가 도시되어 있

다. 아날로그부는 안테나(1) 및 무선 주파수 트랜스폰더(24)를 갖는다. 트랜스폰더(24)는 트랜스폰더(18)로부터의 변

조된 응답과 함께 착신 반송파를 재송신할 수 있는 변조된 송신기 또는 트랜스폰더일 수 있다. 트랜스폰더(24)는 종종

다운 링크 수신기(25) 및 웨이크 업(wake up) 수신기(26) 및 제어 유닛(25)을 포함하도록 설계된다. 디지털부가 트랜

스폰더 디바이스(18)내에 포함될 때, 디지털부는 통상 인터페이스(29)와 결합되는 정보 유닛(28)으로 이루어진다. 트

랜스폰더 디바이스(18)는 또한 대부분 일반적으로 배터리(170)로 만들어진 전원으로 이루어진다.

트랜스폰더 디바이스(18)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업 링크를 위한 트랜스폰더(24)이다. 다운 링크 정보 수신기(25)는 

트랜스폰더 디바이스(18)의 별개의 부분이거나 웨이크 업 수신기(26)에 부분적으로 일체화된다. 디지털 유닛(23) 정

보 디바이스(28)는 트랜스폰더 디바이스(18)를 식별하고, 디지털부는 또한 정보를 처리하는 기능을 가질 뿐만 아니라

제어 인터페이스(27)를 통해 아날로그 유닛(22)의 기능의 제어를 실행할 수 있다. 디지털 유닛(23)은 또한 사용자, 센

서 또는 액추에이터를 향하는 물리적인 인터페이스(29)를 포함할 수 있다.

도 2에, 본 발명에 따르는 어떤 정보 유닛을 포함하지 않는 트랜스폰더(19)의 블록도가 도시되어 있고, 본 발명의 도

움으로 재송신하는 간단한 방법이 나타나있다. 본 발명에 대해 나타내는 솔루션은 신호 중계, 질의 및 송신용으로 사

용될 수 있다. 이 솔루션은 안테나(1) 및 대역 통과 필터(3) 사이의 양방향 결합(2)와, 트랜스폰더(19)의 필요 조건에 

의존하여 회로에 일체화되거나 별개의 부분을 포함하는 재생 회로(5)에 유도되는 단일 또는 이중 신호 경로인 양방향

결합(4)을 포함한다.

재생 회로(5)는 원칙적으로 불안정하게 된 증폭기와 동일한 랜덤형 발진기 회로를 포함할 수 있고, 접속점(30)은 원

칙적으로 재생 회로내 및 외부의 에너지의 필요한 결합이 달성되는 발진기내의 어떤 점(들)을 포함한다. 이것은 트랜

스폰더가 의도하는 목적을 충족하는 재생식 또는 수퍼 재생식 증폭을 제공한다. 바이어스 회로(6)는 바이어스를 단파

범위로부터 최대 cm 및 mm 파 범위(마이크로파)까지 모든 방법으로 트랜스폰더 내에 바이폴라 또는 전계 효과 트랜

지스터를 포함할 수 있다. 재생 회로(5)는 발진기의 경우에 하나의 트랜지스터로만 이루어지지만, 원칙적으로 코일 및

커패시터가 사용되는 것과 다른 공진 요소가 사용되거나 집적 회로 즉, MMIC(마이크로파 집적 회로)를 포함할 수 있

을 때와 같이 더 많은 트랜지스터로 이루어질 수 있다. 유사하게, 재생 회로(5)는 또한 대역폭 및 이득을 얻기 위해 다

수의 발진기로 이루어질 수도 있다. 다이오드 또는 트랜지스터로 구성될 수 있는 전자 제어 요소(7)는 2개의 메인 위

치를 갖는다. 하나는 발진 조건을 제공하지만 나머지는 발진 상태를 정지시킨다. 도시되어 있는 바와 같은 접속의 스

위치의 사용을 '정지(quenching)'이라고 한다. 재생식 발진기의 경우의 트랜스폰더의 작동 원리는 제어 요소가 재생 

회로(5)의 발진기(들)이 연속적으로 발진할 수 없게 하는 것이다.

도 3에는 본 발명의 제 2 예로서 트랜스폰더(19)로 대역폭, 불필요한 방출 및 전류 소모의 제어를 개선하기 위해, 각

각 스위칭(31)하는 정보(65)의 변조를 위해 별개의 변조기(87, 17)가 도입된 트랜스폰더(19)의 블록도가 도시되어 

있다. 변조 또는 정지 기능(38)은 또한 국부 발진기 신호로서 작용할 수 있고, 따라서 재생 회로(5)에 제 2 변환 또는 

주파수 변환 기능을 부가할 수 있으며, 그 목적은 대역 통과 필터(3)가 재생 회로(5)와 다른 주파수 통과 대역을 갖도

록 하는 것이다. 신호(39 또는 67)는 고주파수 신호를 생성할 수 있는 별개의 발진기, 프로세서, 위상 동기 루프(PLL)

또는 유사한 설비로부터의 신호일 수 있거나, 덜 임계적인 어플리케이션에서는 수신된 신호(60, 62)에 중첩된 일부 

기능에 의해 정지 동작의 간단한 동기화를 가능하게 하는 발진기(5)의 자기 발진(self oscillation)(자기 정지)으로서 

생성될 수 있다. 정보 및 스위칭을 위한 별개의 변조기는 펄스 형성 네트워크(9)를 신호(39)의 주파수와 함께 사용할 

수 있게 하고, 변조기(17)의 기능은 재생 회로(5)의 고주파수 통과 대역의 형성과 같은 트랜스폰더(19)의 다양한 성질

을 제어할 수 있다.

도 4는 본 발명에 따르는 트랜스폰더의 제 3 설계 버전의 블록도를 도시하고, 여기에 검출기(11)가 도입될 뿐만 아니

라 (다운 링크) 수신용 증폭기(12)가 도입되며, 여기에서 트랜스폰더는 신호 중계, 질의, 송신 및 수신을 위해 사용될 

수 있다. 도시되어 있는 솔루션은 또한 웨이크 업을 위한 주파수 또는 레벨 식별 증폭기(13)를 포함하고, 이 설계 버전

은 또한 T/R(송수신) 스위치를 포함한다.

정보의 수신(다운 링크)의 동작 원리는 신호 경로(2)에 비교적 느슨하게 접속되어 있는 신호(35)가 결합기(95)의 도

움으로 검출기(11)(즉, 쇼트키 다이오드) 에 유도되어 안테나(1)에 수신된 변조된 신호를 복조하고 발진기(5)에 의해 

증폭되는 것이다. 수신 회로는 재생 회로(5)로부터의 출력에 의해 야기되는 혼변조 왜곡을 감소시키기 위해 대역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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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터(3)의 선택권을 가지고 있다.

도 5는 본 발명에 따르는 트랜스폰더의 제 4 설계 버전의 블록도를 나타내고, 여기에서 본 발명이 마이크로파 ASIC(c

ustomer specified integrated circuit)(651) 또는 MMIC(microwave integrated circuit)에서 실시되는 '아날로그 유

닛'(120)으로 나타낸다. 이러한 구현예는 무선 주파수 트랜스폰더(120)에 의해서만 구성되거나 디지털 유닛(125), 클

록 발진기(135) 및 입출력 단자도 포함한다.

도 6은 도 2에 나타내는 예와 거의 유사한 구현예를 나타내며, 도 3 및 도 4에 나타내는 예와 유사할 수 있지만, 안테

나(1)가 더욱 일반적인 형태의 결합 요소로서 보급되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주파수 전이 재송신 신호를 얻기 

위해 2개의 신호 경로의 상이한 필터 특성에 대한 가능성을 갖는 특수형 필터(3)가 도시되어 있다. 이것은 주파수 전

위 또는 변환으로 알려져 있다.

도 7에서, 함수 발생기 기능은 정지 발진기(18, 19, 5, 601∼606)가 재생식 증폭에 부가하여 주파수 업 또는 다운 컨

버터로서 작동할 수 있게 하는 2차 정지 또는 변조 신호 또는 반송파를 포함할 수 있다. 이것은 재생식 기능이 원하는 

정지 주파수 간격 및 동적 성질을 얻는데 알맞은 주파수 대역에서 발생할 수 있게 하지만, 통신 대역이 재생 회로(5) 

주파수 통과 대역에서 충분히 떨어진 임의의 주파수일 수 일 수 있다. 부가된 입력 절연은 또한 주파수 대역차, 입력 

필터(3) 및 재생식 디바이스(5, 601∼606)의 선택으로부터 야기된다. 따라서, 주파수 업 또는 다운 변환된 증폭 신호

는 완전한 대칭성으로 인해 동일한 신호와 동상이다. 주파수 소스의 외부 동기화는 외부 동기 신호(31)에 동기화함으

로써 또는 네트워크에서의 대응하는 트랜스폰더(511)의 잠재적인 정지 신호(32)에 동기화함으로써 달성된다.

도 8은 도 7에 따라 본 발명이 특히 재생식 케스케이드 이득에 관한 새로운 이용법을 제공하는 다양한 매체 및 송신 

매체 인터페이스 방법을 나타내며, 새로운 이용법은: 안테나 또는 탐침의 도움으로 진공, 기체, 액체 또는 고체 재료의

자유 공간 전파(400)와, 2개 이상의 배선이 개선된 공통 모드용 차동 송신선 모드를 거부할 수 있게 하는, 기본 구조

와 같은 다중 유도 전기 케이블로 이루어지는 송신선(410)과, 개방 전기선 또는 꼬이거나 꼬이지 않은 2 이상의 도체

를 포함하는 개방 전기선에 대응하는 설비, 송신선을 포함하는 금속 구조 또는 하나 이상의 유선으로 이루어지는 유

주파 안테나 라인 시스템(430)을 포함하는 라인 시스템으로 이루어지고, 차동 및 단일 배선 여기가 가능한 송신선(42

0)을 포함한다. 유주파 안테나의 예는 수평 V, 롬빅(Rhombic) 및 비버리지(Beverage) 안테나이다.

개방면을 갖는 도파관으로서 단파장을 가질 때의 파가 배선 근처에 트랩된 상태로 유지되는 소위 레헤르선(Lecher 

Wire)를 실행하고, 낮은 감쇠를 겪는 송신선(440)이 공지된 방법을 이용하여 여기 및 트랩될 수 있으며, 송신선(450)

은 폐쇄된 도파관이고 금속 파이프와 유사할 수 있으며, 송신선(460)은 송신 매체로서의 광도파관이고 전기 매체에 

비갈바닉 접속으로 작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본 발명에 사용되는 라인에 대한 접속은 유도성(자기, H-필드) 설비(141), 용량성 설비(전기, E-필드)(142), 저항성 

설비(143)(갈바닉 결합) 또는 마이크로 스트립(micro strip)의 형태로 송신선에서와 같은 상기 3개의 설비의 조합의 

도움으로 차동(대칭) 또는 비대칭 결합으로서 실현될 수 있다. 유형 141, 142 및 143의 결합 설비는 어떤 경우에는 

단독으로 또는 호스팅 기본 구조로부터 트랜스폰더에 전력 공급하기 위한 조합으로 사용될 수 있다. 실제로, 비갈바닉

결합은 다른 형태를 취하도록 만든다. 용량성 결합(142)의 유형의 하나의 새로운 예는 본 발명에 의해 제공된 높은 신

호 이득과 관련하여 '엘라스티몰드' 고전압 전력 케이블 종단의 용량성 탐침 접속이다. 본 발명의 용량성 결합(142)의

다른 새로운 예는 케이블의 내부 도체(들)로의 결합 커패시터로서 케이블 차폐를 사용하는 것이다. 고전압 격실내의 '

안테나'는 본 발명에 의해 가능하게 이루어지는 인터페이싱의 또 다른 예이다. 본 발명의 신호 여기를 위해, 상기 안테

나는 3상 케이블 종단의 2상에 차동 결합을 쉽게 할 수 있게 함으로써 본 발명의 또 다른 신규성을 제공할 수 있는 자

기 루프(141)의 형태의 근접 필드 안테나로서 더욱 효율적이다. 고전압 전력 케이블 종단에 직접 배치되는 소형 자기 

전력 공급 트랜스폰더는 외부 세계로의 비갈바닉 결합을 제공하거나 기본 구조내의 상호 접속을 위한 본 발명의 또 

다른 예이다.

본 발명에 따르면, 도 8에 나타내는 바와 같은 다른 매체로의 및 다른 매체로부터의 모든 결합은 신호를 매체의 경로, 

매체의 여기 또는 매체로부터의 출력에 따라 유지할 목적에 관련한 것일 수 있다.

도 9는 도 7 및 도 8에 따르는 트랜스폰더(512)를 나타내며, 출력(305, 306)은 포트(303, 304)가 입력 또는 입출력을

모두 행하게 하는 재생 회로(355)에 한정되지만, 포트(305, 306)는 더 높은 레벨을 갖는 출력 및 더 낮은 감도를 갖는

입력 이다. 상기 설비는 의도된 재생식 동적 범위를 위한 고주파수 이득 블록을 포함할 수도 있는 재생 회로(355)의 

신호 이득 및 출력 레벨 가능성을 이용함으로써 큰 동적 신호를 얻도록 작용한다. 포트(303, 304 및 305, 306)는 정

보의 재송신(71, 81)을 위해 신호의 수신 및 송신과, 정보의 수신(72, 82) 및 송신(71, 81)과, 동기(72, 82)의 가능한 

수신(72, 82) 및 동기(71, 81)의 가능한 송신을 위해 접속된 설비(221, 222)를 갖는다. 결합 설비(221, 222)는 양방

향 결합기와 상호 접속되거나, 설비(221, 222)가 결합되는 매체의 절연을 이용할 수 있다.

도 10은 하나 이상의 방향(150, 151)으로 신호의 동적 특성을 개선하기 위해, 동기형 또는 비동기형의 다수의 트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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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더 또는 재생 회로(213)가 공통 결합 설비(90)의 도움으로 또는 감쇠가 사이에 있는 별개의 결합 설비(210, 211, 2

12)의 도움으로 결합 설비(210)에 함께 접속될 수 있고, 송신 매체 또는 경로를 따라 여러개의 점을 구성할 수 있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를 나타낸다. 대응하여 본 발명의 일 실시예는 다수의 트랜스폰더 또는 재생 회로(214, 215,216)

가 대역폭 및 다이나믹스를 증가시키도록 배치되고, 공통 결합(90)의 도움으로 결합 설비(210)에 함께 접속될 수 있

으며, 멀티 폴(multi pole) 재생식 대역 통과 필터를 구성할 수 있는 경우이다. 210, 211, 212와 함께 트랜스폰더 또는

재생 회로(213)의 사용에 따라, 유사하게 다수의 채널, 2방향 아키텍쳐, 상이한 서비스, 용장성 또는 복수의 채널 특

성에 의해 이용되는 다른 용도에 적응할 수 있도록 다른 사양을 가질 수 있는 트랜스폰더 또는 재생 회로(2124, 215, 

216)와 함께 사용될 수 있다.

도 11은 본 발명에 따르는, 결합 설비(210, 222)가 물리적 위치(221) 사이의 신호(161, 162)와 예를 들어, 하나의 룸

(221)에서 다른 룸까지의 다른 물리적 위치(221, 222)에서 신호(171, 172)를 송신할 수 있게 하는 공통 결합 또는 송

신선(90)의 도움으로 다수의 트랜스폰더 유닛(216, 217, 218)이 함께 접속될 수 있는 방법을 나타낸다. 물리적 위치(

221, 222) 또는 임의의 수의 물리적 위치는 범위를 초과하거나 음영대에 있을 때 통신을 촉진할 수 있고, 무선 송신을

이용하는 자유 공간에 있을 수 있다.

도 12는 장거리에 대해 고주파수 신호를 적응시킬 수 있는 효율적인 신호 네트워크로 케이블 또는 유선 그리드를 변

환시키는 새로운 솔루션을 제공하는 본 발명의 일반 예를 나타낸다. 트랜스폰더 또는 리피터를 나타내는 재생 회로(2

19)가 송신선으로 작용하는 기본 구조 그리드(91) 양단에 분배된다. 갈바닉 또는 비갈바닉 결합기(121)는 그리드의 

입력 또는 출력으로서 그리드의 양단의 임의의 적절한 포인트에 삽입될 수 있다. 차례 케이블에서와 같은 폐쇄 성질의

구조를 이용하여, 트랜스폰더(219)는 대부분 분배 패널 등에서와 같이 기존의 종단점에 적절히 삽입된다. 어떤 경우

에, 트랜스폰더(120)를 이용하여, 그리드의 입력 또는 출력 또는 둘 모두가 안테나 설비(95)를 이용하는 무선 결합에 

의해 이용될 수 있다. 트랜스폰더(219)를 이용하는 본 발명은 또한 갈바닉 또는 비갈바닉 결합을 이용하여 예컨대, 케

이블의 관통을 이용하여 배치하는데 적합하다.

도 13은 도 7과 관련하여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의 일례를 나타내고, 여기에서 2차 정지 신호가 동상 양방향 주파수 

변환 기능을 달성하였다. 도시되어 있는 트랜스폰더의 구현예는 약간의 복잡성의 대가로 추가의 입력 절연을 제공한

다. 원 하는 동적 성질은 양방향 주파수 컨버터(750)이 발신 신호를 각각 착신하기 위한 포트(751)와 재생식 디바이

스(18, 19, 5, 601∼606) 사이에 동일 및 반대의 위상 전이를 제공하도록 배치된 경우 또한 달성된다. 이것을 달성하

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단일 다이오드 믹서, 즉 쇼트키 다이오드를 이용하는 것이다. 대역 통과, 고역 통과 또는 저역 

통과 필터링(753)을 이용하여 충분한 필터링이 달성될 수 있다. 양방향 주파수 컨버터(750)의 주파수 및 위상 변화는

양방향 대칭이 간단한 단일 다이오드 믹서에서와 같이 적절히 유지될 때 자동으로 보상된다. 예를 들어, 주파수 관점

으로부터 실시 가능한 경우에, 양방향 컨버터(750, 754)내의 더욱 복잡한 믹서가 특성을 개선시키는 평형 믹서를 포

함하여 사용될 수 있다. 증가된 신호 다이나믹스(754)를 위한 주파수 컨버터(750)의 더욱 상세한 설명은 입력 및 출

력 신호에 대해 각각 증폭기(761, 762) 및 대역 통과 필터(759, 760)과의 개별 체인을 포함한다. 증폭기(761, 762)는

믹서 회로(755)의 손실을 보상할 수 있고, 필요한 출력 신호 레벨(757)을 제공할 수 있다. 믹서 회로(755)는 국부 발

진기를 갖는 단일 평형 믹서일 수 있다. 믹서 회로(755)는 또한 부가된 신호 체인 절연에 대해 각각 입력 및 출력 신호

용의 별개의 믹서를 포함할 수 있다. 믹서 회로(755)는 또한 양방향 포트(763)상에 추가의 합성기 절연을 포함할 수 

있다. 양방향 대역 통과 필터(758)는 신호 다이나믹스를 크게 개선시킨다. 입력(756) 및 출력(757)은 1 포트 트랜스

폰더를 실현하도록 방향성 합성기에 접속될 수 있거나 상당한 출력 입력 절연이 사용 가능한 경우 별개로 사용될 수 

있다.

도 14는 주파수 전위 재생식 트랜스폰더와 동일한 기능을 갖고 더욱 고가이 고 복잡하며 전력을 소모하는 실시예인 

본 발명의 일 실시예를 나타낸다. 이것은 입력 필터링(871), 주파수 컨버터(752), 출력 필터링(872) 및 높은 이득 증

폭기(860)으로 이루어진다. 출력은 터미널(825)에 주파수 전위 1 포트 증폭기를 제공하도록 입력(826)에 직접 또는 

방향성 합성기 하이브리드를 통해 결합된다. 그 어플리케이션은 전력 케이블 또는 유선 시스템 뿐만 아니라 무선 시

스템에서 주파수 전이를 포함하는 1 포트 증폭을 이용하여 잡음 허용 한계, 가변 케이블 유형, 길이 및 손실에 대한 적

응성을 증가시키는 것일 수 있다. 상기 어플리케이션은 주파수 변환 채널이 입력 채널에 인접하게 되도록 예민한 균일

손실 필터를 이용할 수 있다. 상기 어플리케이션은 임계 방출 레벨을 초과하지 않고 전력 케이블과 같은 송신선상의 

신호 대 잡음비를 유지하는데 적합하다. 다른 수퍼 주파수 변환식 솔루션에서와 같이, 상기 어플리케이션은 이중 주

파수 변환으로 실현될 수 있으므로, 가변 발진기에 의해 제어될 수 있고 쉽게 원격 제어될 수 있는 소위 통과 대역 동

조를 가능하게 한다. 출력(827)은 입력(826)에 직접 결합되는 대신, 공통 포인트(825)가 처음 언급된 포인트(825)에 

대한 일부 절연을 나타내는 통신 매체 또는 기본 구조내의 포인트(828)에 별개로 접속될 수 있다.

도 15는 양방향 주파수 전위(830∼832) 및 1 포트 양방향 증폭(840∼842)이 대칭 통신 신호(801, 802, 803, 804)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를 나타낸다. 송신 매체(810)는 821, 822 즉, 다른 케이블을 통해 다른 매체에 접속되는 저

전력선 케이블일 수 있다. 본 발명은 1 포트 주파수 컨버터(830∼832)를 이용할 가능성을 설명한다. 주파수 컨버터(8

30∼832)는 또한 송신 매체(810)가 방해될 수 있는 경우 다중 포트 주파수 전위 디바이스일 수도 있다. 길거나 큰 감

쇠 신호 경로가 임의의 수의 중간 디바이스(831, 841)로 보상될 수 있다. 동일한 원리가 상기 구현예에 용장성을 부가

함으로써 간단하게 상이한 업 및 다운 링크 주파수 대역을 이용하여 비대칭형 통신에 적용될 수 있다. 비대칭 및 대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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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통신 시스템 모두에 대한 어플리케이션은 전력 케이블 또는 유선 시스템 뿐만 아니라 무선 시스템에서, 주파수 전

이를 포함하는 1 포트 증폭을 이용하여 잡음 허용 한계, 가변 케이블 유형, 길이 및 손실에 대한 적응성을 증가시키는 

것일 수 있다. 상기 어플리케이션은 임계 방출 레벨을 초과하지 않고 전력 케이블과 같은 송신선상의 신호 대 잡음비

를 유지하는데 적합하다.

도 16은 부분적 또는 대부분 비대칭형 통신, 즉 케이블 모뎀 신호에 대해 본 발명이 상이한 주파수 대역에서 양방향 

결합(950, 951) 및 선택적인 주파수 전위(910, 921)를 이용하여 실현(1010)될 수 있는지를 나타낸다. 충분한 전력이

사용 가능한 경우, 저비용의 큰 증폭 및 양방향 결합이 즉, 저전력선(810) 및 케이블(810)상의 높은 반송 주파수를 이

용하여 신호 대 잡음비를 유지하도록 사용될 수 있다. 본 발명의 이 실시예는 여러가지 가능한 접속 방법(1011∼101

4)으로 인해, 긴 거리에 대해 큰 대역폭을 얻도록 시도한 종래의 산업의 문제점을 매우 낮은 비용으로 극복한다. 높은 

반송 주파수를 이용하여, 효율적인 결합 및 절연이 결합 방법(1011∼1014) 중 어느 하나에 의해 달성될 수 있는 반면

, 허용 가능한 높은 이득 증폭은 반송 주파수에서의 높은 손실을 보상한다. 주파수 대역은 전류 손실 송신 매체, 즉 전

력 케이블에 대해 신호를 양방향으로 방해없고 저주파수 잡음에서 벗어 나게 동작되도록 뿐만 아니라 감쇠된 반사로

부터의 이득을 얻고 그룹 지연 리플을 감소시킬 수 있도록 선택될 수 있다. 제 1 접속 방법(1011)에서, 양방향 결합기

(935, 936) 및 1010에서의 대역 통과, 저역 통과 또는 고역 통과 필터링으로부터의 결합된 감쇠로 인해, 결합기(935,

936)의 공통 포트(935, 936)가 함께 결합될 수 있어 절대적인 안정성을 얻으면서 유용한 이득을 얻는다. 절연 포트(9

45∼946, 955∼956)는 1010의 입력 및 출력(930∼931, 940∼941)에 결합된다. 매체(915)는 손실 전력 케이블일 

수 있다. 접속 방법(1012)는 송신 매체가 방해 가능한 유사한 구현예를 나타낸다. 접속 방법(1013)은 하나 이상의 전

력선 케이블일 수 있는 송신 매체에 비갈바닉 결합(975, 976, 985, 986)을 사용한다. 상기 결합(975, 976, 985, 986)

은 일반적으로 용량형(142), 즉, 고전압 전력 스위치 셀 격실 내의 '안테나' 설비 또는 표유 용량성 결합 또는 '엘라스

티몰드' 전력선 스테이션에서의 용량 테스트 결합일 수 있다. 본 발명의 안테나 설비는 대칭형 차동 여기 및 특히 고전

압 및 중간 전압 케이블의 탭핑(tapping)에 대한 새로운 솔루션을 조장하는 자기 루프 안테나의 형태를 효율적으로 취

할 수 있다. 고전압 및 중간 전압 케이블에 대한 광섬유 케이블 기반 인터페이스의 신규 방법은 고전압 및 광섬유 케

이블 사이에 사용되는 재생식 이득 블록이 광섬유 케이블을 통해 최적으로 전력이 공급될 수 있는 본 발명에 의해 또

는 고전압으로부터 유도적으로 또는 용량적으로 전력을 탭핑함으로써 조장되고, 동시에 양방향 가능성을 제공할 수 

있지만 2개의 그러한 설비가 차동 모드를 제공할 수 있다. 접속 방법(1014)은 방법(1011∼1013)의 조합을 이용한다.

이것은 특히 고전압 전력 케이블 및 저전압 전력 케이블 사이에서의 2방향 신 호의 전이에 적용 가능하다. 이 경우에, 

고전압측에서의 접속(985, 986)은 함께 결합되지 않음으로써 절연을 돕는 한편, 접속(965)은 상호 접속 동축 케이블

을 이용하여 하나 이상의 220볼트 전력 케이블로 경로 설정될 수 있다.

도 17은 유형 1011∼1014일 수 있는 접속 방법(1110)을 이용하여 케이블(1101) 기반 시스템에서의 방출된 신호 및

잡음 잡음 픽업을 소거하기 위해, 탐침 설비(1120)으로부터 방출한 신호(1050) 및 잡음(1051)이 합성기(1130)를 통

해 직접 결합된 신호 및 잡음(1105)과 접속될 수 있는 본 발명의 신규 실시예를 나타낸다. 합성기(1130)는 아날로그 

또는 디지털 신호 처리형일 수 있고, 위상 및 진폭 관계의 자동 조정에 의해 공통 모드 잡음 소거가 어떤 탭핑 또는 주

입 신호 경로(1140)상의 최소 방출 시스템 신호 레벨 및 최소 시스템 잡음을 위해 조정(1135)될 수 있게 한다. 탐침 

설비(1120)는 여러 개의 탐침 또는 안테나를 포함할 수 있는 반면, H-필드 탐침은 변압기 스테이션에서 공통 모드 내

성을 위해 효율적이며, E 및 H-필드 탐침, 안테나 또는 이미터가 평면파 방출 및 내성에 필요할 수 있다. 도 17은 전

력 그리드 구 변압기 설치에서 대부분 나타난 문제점을 다룬다. 그것은 대부분 스크리닝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개인 

및 공중 안전성 목적도 위해 금속 또는 강철 차폐를 갖는 전력 그리드 필드 분배와는 관련성이 적다. 탐침(들)(1120)

의 수동부는 케이블 차폐의 부분 등으로 구성될 수 있다.

도 18은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를 나타내고, 595는 다수의 변조 유형 및 통신 프로토콜 중 하나 이상을 이용할 수 있

고 예를 들어 케이블 모뎀 기반일 수 있는 본 발명에 의해 촉진된 신형 액세스 시스템의 개략도이다. 본 발명은 본 발

명의 여러 실시예를 통해 통신 네트워크로서 사용되는 커뮤니티내의 전력 케이블 및 배선의 전체 구조를 촉진시켜 케

스케이드된 아날로그 이득, 상호 접속, 양방향성 및 기본 구조의 고주파수 용량의 최적 이용을 가능하게 한다. 이것은 

고(526) 중간 전압 변압기 스테이션(525), 중간 저전압 변압기 스테이션(521), 3상 매체 전압 차단 접지 케이블(528),

3상 또는 단상 저전압 케이블(530, 531, 532, 556), 537에 장착된 중간 전압 마스트(mast) 배선(591), 537에 장착된

저전압 마스크 케이블 또는 배선(592), 저전압 배선 박스(529), 가정용 퓨즈 패널(533), 빌딩 메인 분배(539) 및 서브

분배(538), 가로등 마스트(528) 및 케이블링(527)을 포함하고, HFC(Hybrid Fibre Coax) 방식으로 전력 그리드 기본

구조의 중요한 점에서 신호를 일 또는 2방향으로 분배(535)하도록 아날로그 섬유 인터페이스(536)을 이용하여 섬유 

링 기본 구조(590)와 결합될 수 있다. 고객 댁내 장치(CPE)(534)가 퓨즈 패널내에 또는 근처에 설치될 수 있다. 디지

털-아날로그 및 아날로그-디지털 장치(A/D-D/A)(524)가 전력 그리드 아키텍쳐내의 어떤 점에 설치될 수 있고, 하나

의 섬유 접속(523)이 종종 전체 액세스 네트워크를 이용할 수 있는 경우 고전압 중간 전압 변압기 스테이션(522)에서

대부분 양호하고 경제적으로 설치된다. 상기 섬유 링(590)은 또한 이것이 경제적일 때 시스템내의 여러 위치에서 여

러가지 A/D-D/A(524) 장치에 분배할 수 있다. 도 18에서, 본 발명의 일 실시예가 중간 전압 변압기 스테이션(596)내

의 변압기(521)를 어떻게 바이패스할 수 있는지를 나타낸다. 본 발명에 따르는 단방향성 또는 양방향성 재생식 리피

터(548)는 바람직하게는 각각 발룬(balun), 중간 전압 격실(544)내의 543 및 554, 및 저전압 분배(553)의 형태일 수 

있는 차동형의 임 의의 수의 결합 사이의 변압기를 통과한 다중 채널 가능성과 필요하고 안정적인 신호 이득을 제공

한다. 어떤 스위칭 설비를 갖는 레일(544)은 개방형, 차폐형 또는 엘라스티몰드 또는 유사한 형태일 수 있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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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7은 고품질 아날로그 신호 경로, 포인트(557) 및 포인트(566) 사이에 단방향성 및 양방향성을 제공하기 위해, 재생

식 이득(561) 및 접속 가능성(559, 565)이 접속 박스, 분배 패널 또는 어떤 다른 케이블 종단점일 수 있는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이다. 이러한 솔루션은 스트랩, 퓨즈 등(564) 및 레일(563)을 통해 항상 제공되는 고유의 제한된 고주파

수 절연을 부가하고, 561에서의 재생식 아날로그 이득을 통해 안정적인 이득을 제공한다.

도 19는 다양한 전압 레벨로 이루어지고 다른 전압의 케이블의 케스케이딩을 이용하는 전력 그리드 통신 시스템에 아

날로그 이득을 적용하는 것과 관련하여 중간 전압 또는 고전압 케이블로 및 케이블부터 고주파수 신호를 전달하는 본

발명의 여러 실시예에 관한 것이다. 엘라스티몰드 또는 유사한 시스템 저납 탐침점의 등가도가 본 발명에 특히 신호 

센서점으로 사용될 수 있는 635로 나타나 있다. 적절한 네트워크(638)가 탐침점(635)과 관련하여 사용될 수 있거나 

신호가 고임피던스 전치증폭기로 직접 탭핑될 수 있다. 여기는 본 발명의 실시예와 고주파수상의 표유 용량을 더욱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637에서 실행될 수 있다. 케이블(581)은 고주파수의 고유의 효율적인 표유 용량이 중간 도체(5

81)과 고주파수 공통 전위(578) 사이에 존재하거나, 케이블의 종단에서의 케이블 차폐 및 내부 도체 사이의 표유 용

량을 사용할 수 있는 변압기(577)에서 종단될 수 있다. 이것은 여기 또는 균일한 탭핑이 설치한 신호 경로의 나머지에

접속되는 2개의 터미널 결합기(584)를 이용하 여 케이블 차폐의 안전 접지 배선(586)과 케이블(582, 583) 상에 클램

핑된 커패시터 슬리브 사이에 일어날 수 있게 한다. 케이블(579) 상에 클램핑된 토로이드 코어는 상기 원리를 개선시

킬 수 있다. 결합기(584)는 유사하게 토로이드(579)상의 권선을 통해 접속될 수도 있다. 이러한 토로이드는 케이블 

차폐(580)의 종단과 결합된 접지 배선 상에 클램핑될 수 있거나, 토로이드가 양 위치에 사용될 수 있다. 3상 설치(636

)에서, 2개의 케이블(574∼576)은 증가된 용량에 대해 별개로 또는 차동 모드에 대해 쌍으로 사용될 수 있다. 결합기

(584)는 또한 슬리브를 사용하는 대신에 케이블 차폐 안전 접지 배선 포인트(586) 및 고주파수 공통 전위(587) 사이

에 접속될 수 있고, 토로이드는 상술한 접지 배선 상에 클램핑될 수 있으며, 상기 결합기는 마지막으로 언급된 토로이

드상의 권선에 접속될 수 있고, 이 방식으로 변압기(577)의 공통 전위에 대한 고유 표유 용량을 이용한다. 변압기(640

, 641)내의 표유 용량은 또한 638내의 것과 유사한 종류의 매칭 네트워크를 사용하여 변압기를 통해 고주파수 신호를

통과시키도록 결합 네트워크로 사용될 수도 있다. 고주파수 신호는 또한 임피던스를 사용하거나 변압기(624)의 중성 

터미널과 접지 사이의 임피던스(630)를 증가시키고, 이 임피던스 양단에 결합기(633)를 접속함으로써 변압기(642)를

통과한 것일 수 있다. 차동 모드를 허용하지 않지만 매체에서 여전히 유용한 본 발명의 일 실시예(643)에서, 잘 차폐

되어 있고 저잡음을 나타내는 고전압 격실은 고유의 표유 용량(655)을 이용한다. 또한 도입된 표유 용량(666)을 이용

해도 된다. 자성체 상에 클램프의 형태로 있는 직렬 임피던스가 저손실 개방 레일(657)로부터의 영향을 감소시키도록

도입(659)될 수 있다. 표유 용량은 케이블 차 폐 접지(662) 및 케이블 차폐 사이에 접속된 결합기(664)를 통해 탭핑 

및 여기를 가능하게 하고, 접지 고주파수 임피던스(659)는 자성체상의 클램프를 이용하여 증가될 수 있다. 고주파수 

에너지가 표유 용량(655, 666)을 통해 내부 도체에서 및 차폐에서 케이블에 결합된다. 도 18에 전체적으로 도시되어 

있는 바와 같은 2상 및 3상 저전압 케이블로의 갈바닉 결합은 본 발명의 실시예(647)에서와 같이 저전압 케이블(670)

의 한쌍의 위상(685)를 이용하여 하나 이상의 발룬을 포함할 수 있는 결합기(683)를 통해 차동 모드를 이용할 수 있

고, 자성체(659)상의 클램프가 케이블이 접속되는 어떤 다른 종단 디바이스 또는 저전압 레일에 대한 절연을 현저히 

증가시키도록 사용될 수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수신 요소(1) 예컨대, 안테나로의 수신 신호(60)를 재송신을 위한 신호(61)로 증폭하기 위한 트랜스폰더로서, 상기 재

송신 신호(61)는 가능한 중첩되는 정보를 가질 수 있는 트랜스폰더에 있어서,

상기 트랜스폰더는 증폭 요소로서 정지 발진기(5)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트랜스폰더.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발진기(5)는 수퍼 재생식 발진기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트랜스폰더.

청구항 3.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발진기(5)는 상기 수신 신호(60)에 대해 음의 저항(30)을 나타내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트랜스폰더.

청구항 4.
제 1 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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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발진기(5)는 정지 신호(31)를 상기 발진기에 결합하기 위해 배치되는 정지 스위치(7)에 접속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트랜스폰더.

청구항 5.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발진기(5)는 상기 수신 요소(1)로부터 수신된 신호(60)가 따르는 경로와 동일한 양방향 신호 경로(2, 3, 4)상으

로 상기 재송신 신호(61)를 송출하도록 동작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트랜스폰더.

청구항 6.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발진기(5)는 어떤 유형의 공진기 요소를 포함하지만, 매우 큰 증폭을 위해 상기 재송신 신호(61)를 크게 제공하

는데 적합한 Q 인자를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트랜스폰더.

청구항 7.
제 4 항에 있어서,

상기 정지 스위치(7)는 바이어스 전압(6)을 발진기(5)로 스위치시키도록 배치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트랜스폰더.

청구항 8.
제 4 항에 있어서,

상기 정지 스위치(7)는 상기 발진기(5)가 인식하는 임피던스를 스위치 인 및 아웃하도록 동작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

는 트랜스폰더.

청구항 9.
제 4 항에 있어서,

상기 정지 스위치(7)를 스위칭 신호(32)로 제어하는 변조기(17)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트랜스폰더.

청구항 10.
제 5 항에 있어서,

상기 안테나(1) 및 상기 발진기(5) 사이의 상기 양방향 신호 경로(2, 3, 4)는 추가로 대역 통과 필터(3)를 포함하는 것

을 특징으로 하는 트랜스폰더.

청구항 11.
제 9 항에 있어서,

상기 변조기(17)는 정보 반송 신호일 수 있는 변조기 신호(63)를 수신하고 상기 스위칭 신호(32)를 상기 변조기 신호

(63)의 함수로서 생성하도록 동작하며, 그것에 의해 상기 정지 신호(31)는 상기 재송신 신호(61) 상에 변조 신호의 중

첩을 유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트랜스폰더.

청구항 12.
제 9 항에 있어서,

상기 발진기(5)는 상기 정지 스위치(7) 및 상기 첫번째로 언급된 변조기(17)에 무관하게 상기 발진기(5)에 정보 신호(

38)를 제공하기 위해 추가의 변조기(87)에 접속되고, 상기 정보 신호(38)는 상기 정보를 포함하는 추가의 변조 신호(

63)에 기초하여 상기 추가의 변조기(87)에 의해 생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트랜스폰더.

청구항 13.
제 12 항에 있어서,

상기 스위칭 신호(32)는 상기 정보 신호(38)의 최고 주파수 성분보다 몇 배 높은 미리 결정된 주파수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트랜스폰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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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4.
제 9 항에 있어서,

스위칭 신호 및 바이어스 전압의 제어를 위해, 상기 발진기(5)의 바이어스 설비(6), 변조기(17, 87) 및 스위칭 신호(3

9, 32)의 펄스 형성 네트워크(9) 중 적어도 하나에 접속되는 적어도 하나의 송수신 스위치(14)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

으로 하는 트랜스폰더.

청구항 15.
제 10 항에 있어서,

상기 발진기(5)에 고주파수방식으로 결합되고, 바람직하게는 결합기(95)를 이용하여 상기 발진기(5)에 근접한 상기 

신호 경로(4)에 느슨하게 결합되는 쇼트키 다이오드와 같은 검출기 설비(11)를 추가로 포함하며, 상기 정보 반송 수신

신호(62)는 상기 검출기 설비(11) 이후의 검출된 신호(33, 34)의 진폭을 증가시키기 위해 상기 발진기(5)에 의해 증

폭될 수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트랜스폰더.

청구항 16.
제 10 항에 있어서,

상기 검출기(11)를 따라 접속되어 원하는 진폭 및 동적 성질의 정보신호(36)로 상기 검출된 신호(33)를 증폭 및 필터

링하는 증폭기(12)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트랜스폰더.

청구항 17.
제 15 항에 있어서,

상기 검출기(11)를 따라 접속되어 웨이크 업 신호(37)를 생성하도록 상기 검출된 신호(34)를 이용하는 웨이크 업 회

로(13)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트랜스폰더.

청구항 18.
제 10 항에 있어서,

상기 대역 통과 필터(3)는 상기 정지 신호(31) 주파수에서 야기되는 모든 측대역을 필터링하도록 동작하여, 상기 재

송신 신호(61)가 상기 수신된 신호(60)의 완전한 증폭된 버전이 되도록 하여 아날로그 중계 링크를 달성하는 것을 특

징으로 하는 트랜스폰더.

청구항 19.
제 10 항에 있어서,

상기 대역 통과 필터(3)는 주파수 전이를 갖는 재송신 신호를 얻기 위해, 양방향으로 분리되고 2방향 필터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트랜스폰더.

청구항 20.
제 9 항 또는 제 10 항에 있어서,

상기 트랜스폰더 요소, 즉 수신 요소(1), 대역 통과 필터(3), 추가의 신호 경로(2, 4), 발진기(5), 정지 스위치(7) 및 변

조기(17) 중 적어도 2개를 일체화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트랜스폰더.

청구항 21.
제 1 항에 있어서,

아날로그 회로(120)를 갖는 고객 지정 집적 회로(ASIC, 651)로서 구현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트랜스폰더.

청구항 22.
제 21 항에 있어서,

상기 ASIC 회로(651)는 또한 디지털 모듈(125, 135)을 일체화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트랜스폰더.

청구항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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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1 항에 있어서,

상기 ASIC 회로는 주파수 전위를 갖거나 갖지 않는 이중 트랜시버(duplex transceiver)것을 특징으로 하는 트랜스폰

더.

청구항 24.
제 1 항에 있어서,

아날로그 회로(120)를 이용하여 마이크로파 집적 회로(MMIC, 651)로서 구현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트랜스폰더.

청구항 25.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수신 요소(1)는 송신선과 같은 송신 매체로의 결합 또는 탐침으로서 구현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트랜스폰더.

청구항 26.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발진기(5)는 입력 및 출력을 갖는 2 포트로 동작하며, 상기 입력은 트랜지스터 베이스, 게이트, 소스 또는 이미터

와 같은 상기 발진기내의 신호 감지 포인트이고, 상기 출력은 트랜지스터 컬렉터, 드레인, 이미터 또는 소스와 같이 최

고의 가능한 에너지 레벨이 집중될 수 있는 포인트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트랜스폰더.

청구항 27.
제 26 항에 있어서,

상기 2 포트는 상기 트랜스폰더의 총 동적 범위를 이용하도록 방향성 감쇠를 위한 설비에 결합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

는 트랜스폰더.

청구항 28.
제 26 항에 있어서,

상기 2 포트는 별개의 수신 요소 및 송신 요소에 결합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트랜스폰더.

청구항 29.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트랜스폰더 감도가 최고인 주파수 범위의 상기 발진기(5) 정지 주파수로부터 조화 배음(harmonic overtone)을 

감소시키도록 배열된 필터를 포함하고, 상기 필터는 상기 발진기의 일부이거나, 상기 발진기(5)에 접속되는 별개의 

회로의 일부(8)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트랜스폰더.

청구항 30.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발진 상태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상기 발진기(5)내의 한 포인트에서 상기 1차 정지 발진에 중첩되는 발진으로

서 2차 정지를 도입하는 설비(87)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트랜스폰더.

청구항 31.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정지 발진의 비대칭형 제어를 위한 함수 발생기(9)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트랜스폰더.

청구항 32.
제 1 항에 따르는 적어도 하나의 트랜스폰더의 무선 또는 유선 기반 네트워크에서의 이용법으로서, 상기 트랜스폰더

의 수신 요소(1)는 예를 들어, 송신선(410, 460)과 같은 네트워크 송신 매체(92, 400, 460)로의 결합 또는 탐침(141, 

142, 143, 223)으로 구현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트랜스폰더의 이용법.

청구항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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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 요소(1, 141, 143, 200, 220, 223) 예를 들어, 안테나 또는 탐침으로 수신된 신호(60)를 재송신을 위한 신호(61

)로 증폭하는 다수의 트랜스폰더(19, 601, 606, 213, 219)를 포함하는 무선 또는 유선 기반 네트워크용 트랜스폰더 

시스템으로서, 상기 재송신 신호(61)는 중첩된 정보를 가질 수 있으며, 상기 트랜스폰더는 다수의 가능한 송신 매체(9

2, 400, 460) 중 적어도 하나를 통한 송신에 기초 하여 네트워크에서 지능형 또는 비지능형으로 동작할 수 있는 트랜

스폰더 시스템에 있어서,

각 트랜스폰더는 증폭 요소로서 정지 발진기(5, 355)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트랜스폰더 시스템.

청구항 34.
제 33 항에 있어서,

적어도 하나의 상기 발진기(5, 355)는 수퍼 재생식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트랜스폰더 시스템.

청구항 35.
제 33 항에 있어서,

적어도 하나의 상기 트랜스폰더는 다중 포트 트랜스폰더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트랜스폰더 시스템.

청구항 36.
제 33 항에 있어서,

적어도 하나의 상기 트랜스폰더는 전용 정지 발생기(210)로부터 정지 신호를 수신하도록 동작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

는 트랜스폰더 시스템.

청구항 37.
제 33 항에 있어서,

적어도 2개의 상기 트랜스폰더는 공통 정지 발생기(210)로부터 정지 신호를 수신하도록 동작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

는 트랜스폰더 시스템.

청구항 38.
제 33 항에 있어서,

적어도 2개의 상기 트랜스폰더는 독자적인 정지 발생기(210)의 동기화를 위한 제어 신호를 수신하도록 동작하는 것

을 특징으로 하는 트랜스폰더 시스템.

청구항 39.
제 33 항에 있어서,

적어도 하나의 상기 트랜스폰더는 단지 하나의 결합 요소에 의해 상기 네트워크에 결합되고, 상기 결합 요소는 상기 

수신 요소와 동일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트랜스폰더 시스템.

청구항 40.
제 39 항에 있어서,

상기 결합 요소는 진공, 기체 또는 물질의 안테나 또는 탐침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트랜스폰더 시스템.

청구항 41.
제 39 항에 있어서,

상기 결합 요소는 유도성, 용량성 또는 저항성 결합, 가능하게는 이들의 조합의 형태로 라인에 대한 느슨한 결합으로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트랜스폰더 시스템.

청구항 42.
제 35 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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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어도 하나의 상기 트랜스폰더는 2개의 결합 요소를 이용하여 상기 네트워크에 결합되며, 상기 하나의 결합 요소는 

상기 트랜스폰더의 제 1 포트에 접속되는 수신 요소이고, 상기 두번째 결합 요소는 상기 트랜스폰더의 제 2 포트에 결

합되는 송신 요소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트랜스폰더 시스템.

청구항 43.
제 42 항에 있어서,

적어도 하나의 상기 결합 요소는 진공, 기체 또는 물질의 안테나와, 진공, 기체 또는 물질의 탐침과, 유도성, 용량성 또

는 저항성 결합, 잠재적으로는 이들의 조합의 형태로 라인에 대한 느슨한 결합으로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트

랜스폰더 시스템.

청구항 44.
제 33 항에 있어서,

적어도 2개의 상기 발진기 또는 트랜스폰더는 상기 트랜스폰더 회로의 긴 활성 사이클(듀티 사이클)을 달성하도록 다

른 정지 신호 사이의 제어된 위상 전이와 동기화된 정지 또는 공통 정지와의 상호 결합되도록 배치되는 것을 특징으

로 하는 트랜스폰더 시스템.

청구항 45.
제 33 항에 있어서,

적어도 하나의 유형의 확산 스펙트럼 기술에 기초하여 무선 또는 유선 기반 네트워크에 일체화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

는 트랜스폰더 시스템.

청구항 46.
제 33 항에 있어서,

상기 트랜스폰더 시스템을 포함하는 상기 무선 또는 유선 기반 네트워크는 상기 통신 시스템 UMTS, GSM, GPRS, T

ETRA, 장거리 이더넷을 포함하는 이더넷, 블루투스, 유선 LAN, 위성 액세스 리턴 채널, DOCSIS, EURODOCSIS 및 

다른 케이블 모뎀 프로토콜 중 적어도 하나에 기초하거나, 그에 따르는 전송 프로토콜에 기초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트랜스폰더 시스템.

청구항 47.
제 33 항에 있어서,

적어도 하나의 상기 트랜스폰더는 당해의 상기 송신 매체(410, 460)으로부터 유도성, 용량성 또는 저항성 결합, 또는 

이들 결합의 조합을 통해 전력 공급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트랜스폰더 시스템.

청구항 48.
제 33 항에 있어서,

상기 발진기(5)는 CW 발진을 나타내는 정지 발진기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트랜스폰더 시스템.

청구항 49.
비대칭형 통신 시스템에서 제 33 항에 따르는 트랜스폰더 시스템의 케이블 모뎀으로의 이용법으로서, 상기 통신 시스

템은 동축 케이블이 아닌 송신 매체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트랜스폰더 시스템의 이용법.

청구항 50.
임의의 유형의 위치 겨렁 원리를 이용하는 무선 위치 결정 시나리오로 제 1 항에 따르는 적어도 하나의 트랜스폰더의

이용법으로서, 트랜스폰더(19, 219)에 의해 상기 위치 결정 시나리오에 임의의 지리적 위치를 설정하는 것을 특징으

로 하는 트랜스폰더의 이용법.

청구항 51.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발진기(18, 19, 5, 601∼606)의 착신 및 발신 신호 포트(751) 사이에 동일 및 반대의 위상 전이를 제공하도록 

양방향 주파수 컨버터(750)가 배치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트랜스폰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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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52.
제 51 항에 있어서,

상기 주파수 컨버터(750)는 단일 다이오드 믹서 예를 들어, 쇼트키 다이오드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트랜스폰더.

청구항 53.
제 51 항에 있어서,

상기 컨버터(750)와 직렬로 대역 통과 필터(753)가 배치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트랜스폰더.

청구항 54.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발진기(860)와 입력 터미널(825) 사이에 입력 필터(871), 주파수 컨버터(752) 및 출력 필터(872)의 직렬 접속

이 접속되고, 상기 발진기로부터의 출력은 상기 입력 터미널(825)에 결합되어 주파수 전위 1 포트 증폭기를 제공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트랜스폰더.

청구항 55.
제 33 항에 있어서,

상기 트랜스폰더(830, 831, 832; 840, 841, 842)는 양방향 주파수 컨버터(750) 또는 1 포트 양방향 증폭기 시스템(8

25, 871, 752, 872, 860)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트랜스폰더 시스템.

청구항 56.
제 33 항에 있어서,

상기 트랜스폰더(910, 920; 911, 921)는 비대칭형 통신 시스템에서 양방향 결합기(950, 951) 사이에 삽입되어, 주파

수 컨버터(910, 911)에 의해 선택적인 주파수 전위를 제공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트랜스폰더 시스템.

청구항 57.
제 33 항에 있어서,

상기 적어도 하나의 송신 매체(1101)로부터 수신된 신호로부터 방출된 신호 및 잡음 픽업을 소거하는 적어도 하나의 

합성기(1130)을 포함하고, 상기 합성기(1130)는 트랜스폰더 결합(1110)을 통해 상기 송신 매체(1101)로부터 신호(1

105) 및 잡음을 수신하고, 안테나 또는 탐침(1120)을 통해 방출된 신호(1050) 및 잡음 (1051)을 수신하도록 접속되

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트랜스폰더 시스템.

청구항 58.
제 57 항에 있어서,

상기 합성기(1130)는 수신된 신호 사이의 위상 및 진폭 관계를 조정하는 설비(1135)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트랜스폰더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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