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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원격 안테나 유닛 및 이를 이용한 파장분할다중 방식의광무선 네트웍

요약

본 발명에 따른 파장분할다중 방식의 광무선 네트웍에 구비되는 원격 안테나 유닛은, 제1 내지 제3 포트들을 가지며, 제1

포트에 입력된 광신호들을 제2 포트로 출력하고, 제2 포트에 입력된 광신호들을 제3 포트로 출력하는 광써큘레이터와; 제

1 단을 입출력단으로 하고 제2 단을 반사단으로 하며, 제1 단에 입력된 광신호로부터 제1 전기 데이터 신호를 복조하여 출

력하고, 인가된 제2 전기 데이터 신호에 따라 상기 피복조된 광신호를 변조하여 상기 제1 단을 통해 출력하는 전계 흡수 변

조기와; 상기 광써큘레이터와 상기 전계 흡수 변조기 사이에 배치되며, 상기 광써큘레이터의 제2 포트로부터 입력된 광신

호들 중 기설정된 파장의 광신호를 상기 전계 흡수 변조기로 투과시키고, 나머지 광신호들은 반사하여 상기 광써큘레이터

의 제2 포트로 입력시키며, 상기 전계 흡수 변조기로부터 입력된 광신호를 상기 광써큘레이터의 제2 포트로 입력시키는

필터를 포함한다.

대표도

도 4

색인어

원격 안테나 유닛, 파장분할다중, 광무선 네트웍, 전계 흡수 변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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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전형적인 파장분할다중 방식의 광무선 네트웍을 나타내는 도면,

도 2는 도 1에 도시된 제1 원격 안테나 유닛에 구비되는 제1 광송신기 및 제2 광수신기를 나타내는 도면,

도 3은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파장분할다중 방식의 광무선 네트웍을 나타내는 도면,

도 4는 도 3에 도시된 제m 원격 안테나 유닛을 나타내는 도면,

도 5는 도 4에 도시된 제m 전계 흡수 변조기를 나타내는 도면.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광네트웍(optical network)에 관한 것으로서, 특히 양방향 무선 통신(bidirectional wireless communication)

을 지원하는 파장분할다중(wavelength division multiplexing: WDM) 방식의 광무선 네트웍(radio-over-fiber

network)에 관한 것이다.

광무선 네트웍은 광섬유(optical fiber)를 통해 무선 신호(radio signal)를 통신하며, 광송신기(optical transmitter)를 이용

하여 무선 신호를 광신호로 변환하여 광섬유를 통해 전송하고, 광수신기(optical receiver)를 이용하여 상기 광섬유를 통

해 수신된 광신호를 무선 신호로 변환한다. 이러한 광무선 네트웍에 파장분할다중 방식을 적용하면, 복수의 원격 안테나

유닛들(remote antenna unit: RAU)을 위한 무선 신호를 하나의 광섬유를 통해 전송할 수 있기 때문에, 상기 광섬유의 넓

은 대역폭을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즉, 파장분할다중 방식의 광무선 네트웍은 다수의 기지국들(base station)에 분산된 복잡한 전기 소자들을 중앙 기지국에

집중시킬 수 있고, 파장분할다중 방식을 이용하므로 광섬유를 적게 사용할 수 있다.

도 1은 전형적인 파장분할다중 방식의 광무선 네트웍을 나타내는 도면이다. 상기 광무선 네트웍(100)은 기지국(110)과,

상기 기지국(110)과 광섬유(170)를 통해 차례로 일렬 연결된 제1 내지 제4 원격 안테나 유닛들(140-1~140-4)을 포함한

다.

상기 기지국(110)은 제2, 4, 6 및 8 광송신기들(120-2~120-8)과 제1, 3, 5 및 7 광수신기들(130-1~130-7)을 포함한

다. i가 1, 3, 5 및 7로 증가함에 따라, 상기 제i 광수신기(130-i)와 상기 제(i+1) 광송신기(130-(i+1))가 교대로 배치되면

서 차례로 일렬 연결된다. 상기 제(i+1) 광송신기(130-(i+1))는 제(i+1) 파장을 갖는 제(i+1) 광신호(λ(i+1))를 하향 송신

하고, 상기 제i 광수신기(130-i)는 제i 파장을 갖는 제i 광신호(λi)를 수신한다. 이 때, 하향은 상기 기지국(110)으로부터 상

기 원격 안테나 유닛들(140-1~140-4)로의 방향을 나타내고, 상향은 그 역방향을 나타낸다. 상기 광송신기들(120-

2~120-8)은 각각 입력된 광신호를 그대로 통과시키며, 상기 광수신기들(130-1~130-7)은 각각 자신에게 할당된 광신호

를 수신하고, 나머지 광신호는 그대로 통과시킨다. 예를 들어, 상기 기지국(110)에 입력된 제1 광신호는 상기 제8, 6, 4 및

2 광송신기들과 상기 제7, 5 및 3 광수신기들을 교대로 차례로 지나서 상기 제1 광수신기(130-1)에 의해 수신된다. 또한,

상기 제2 광송신기(120-2)로부터 출력된 제2 광신호는 상기 제3, 5 및 7 광수신기들과 상기 제4, 6 및 8 광송신기들을 교

대로 차례로 지나서 하향 송신된다.

상기 제1 내지 제4 원격 안테나 유닛들(140-1~140-4)은 서로 동일한 구성을 가지며, 상기 제j 원격 안테나 유닛(140-j)

은 제(2j-1) 광송신기(120-(2j-1))와, 제(2j) 광수신기(130-(2j))와, 제j 써큘레이터(150-j)와, 제j 안테나(160-j)를 포함

한다. 이 때, j는 4 이하의 자연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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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제(2j-1) 광송신기(120-(2j-1))는 상기 제j 써큘레이터(150-j)로부터 입력된 전기 데이터 신호에 의해 생성된 제

(2j-1) 광신호(λ(2j-1))를 상향 송신한다.

상기 제(2j) 광수신기(130-(2j))는 상기 제(2j-1) 광송신기(120-(2j-1))를 통과한 제(2j) 광신호(λ(2j))를 전기 데이터 신

호로 변환하여 출력한다.

상기 제j 써큘레이터(150-j)는 제1 내지 제3 포트들을 가지며, 상기 제1 포트는 상기 제(2j) 광수신기(130-(2j))와 연결되

고, 상기 제2 포트는 상기 제j 안테나(160-j)와 연결되며, 상기 제3 포트는 상기 제(2j-1) 광송신기(120-(2j-1))와 연결된

다. 상기 제j 써큘레이터(150-j)는 제1 포트에 입력된 전기 데이터 신호를 제2 포트로 출력하고, 제2 포트에 입력된 전기

데이터 신호를 제3 포트로 출력한다.

상기 제j 안테나(160-j)는 공중으로부터 수신한 무선 신호를 전기 데이터 신호로 변환하여 상기 제j 써큘레이터(150-j)로

출력하고, 상기 제j 써큘레이터(150-j)로부터 입력된 전기 데이터 신호를 무선 신호로 변환하여 공중으로 방출한다.

상기 광송신기들(120-1~120-7)은 각각 입력된 광신호를 그대로 통과시키며, 상기 광수신기들(130-2~130-8)은 각각

자신에게 할당된 광신호를 수신하고, 나머지 광신호는 그대로 통과시킨다. 예를 들어, 상기 기지국(110)으로부터 출력된

제8 광신호(λ8)는 상기 제1, 3, 5 및 7 광송신기들과 상기 제2, 4 및 6 광수신기들을 교대로 차례로 지나서 상기 제8 광수

신기(130-8)에 의해 수신된다. 또한, 상기 제7 광송신기(120-7)로부터 출력된 제7 광신호(λ7)는 상기 제6, 4 및 2 광수신

기들과 상기 제5, 3 및 1 광송신기들을 교대로 차례로 지나서 상향 송신된다.

상기 제1 내지 제8 광송신기들(120-1~120-8)은 서로 동일한 구성을 가지며, 상기 제1 내지 제8 광수신기들(130-

1~130-8)은 서로 동일한 구성을 갖는다.

도 2는 상기 제1 원격 안테나 유닛(140-1)에 구비된 제1 광송신기(120-1) 및 제2 광수신기(130-2)를 나타내는 도면이

다.

상기 제1 광송신기(120-1)는 제1 하우징(housing, 210)과, 제1 페룰(ferrule, 215)과, 제1 및 제2 렌즈들(lens, 220,230)

과, 제1 필터(filter, 225)와, 레이저 다이오드(laser diode, 235)를 포함한다.

상기 제1 하우징(210)은 상하단 개방된 원통 형상을 갖는다.

상기 제1 페룰(215)은 상기 제1 하우징(210)의 상측에 삽입되며, 상향 광섬유 부분(170a)과 중간 광섬유 부분(170b)이

일부 삽입되는 한 쌍의 홀들(hole)을 갖는다. 상기 상향 광섬유 부분(170a)을 통해 제2, 4, 6 및 8 광신호들(λ2~λ8)이 상

기 제1 광송신기(120-1)의 내부로 입력되고, 제1, 3, 5 및 7 광신호들(λ1~λ7)이 상기 제1 광송신기(120-1)의 외부로 출

력된다. 또한, 상기 중간 광섬유 부분(170b)을 통해 상기 제3, 5 및 7 광신호들(λ3~λ7)이 상기 제1 광송신기(120-1)의 내

부로 입력되고, 상기 제2, 4, 6 및 8 광신호들(λ2~λ8)이 상기 제1 광송신기(120-1)의 외부로 출력된다.

상기 제1 필터(225)는 상기 제1 하우징(210)의 중간에 배치되어 있으며, 상기 상향 또는 중간 광섬유 부분(170a,170b)으

로부터 입력된 광신호들은 상기 중간 또는 상향 광섬유 부분(170b,170a)으로 반사시키고, 상기 레이저 다이오드(235)로

부터 입력된 제1 광신호는 상기 상향 광섬유 부분(170a)으로 투과시킨다.

상기 제1 렌즈(220)는 상기 제1 페룰(215) 및 제1 필터(225) 사이에 개재되며, 상기 제1, 3, 5 및 7 광신호들이 상기 상향

광섬유 부분(170a)의 끝단에 수렴되도록 한다.

상기 레이저 다이오드(235)는 상기 제1 하우징(210)의 하측에 배치되며, 제1 써큘레이터(150-1)로부터 입력된 전기 데이

터 신호를 제1 광신호로 변환하여 출력한다.

상기 제2 렌즈(230)는 상기 레이저 다이오드(235) 및 제1 필터(225) 사이에 개재되며, 상기 제1 광신호가 상기 상향 광섬

유 부분(170a)의 끝단에 수렴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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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제2 광수신기(130-2)는 제2 하우징(250)과, 제2 페룰(255)과, 제3 및 제4 렌즈들(260,270)과, 제2 필터(265)와, 포

토다이오드(photodiode, 275)를 포함한다.

상기 제2 하우징(250)은 상하단 개방된 원통 형상을 갖는다.

상기 제2 페룰(255)은 상기 제2 하우징(250)의 상측에 삽입되며, 하향 광섬유 부분(170c)과 상기 중간 광섬유 부분

(170b)이 일부 삽입되는 한 쌍의 홀들을 갖는다. 상기 중간 광섬유 부분(170b)을 통해 제2, 4, 6 및 8 광신호들이 상기 제

2 광수신기(130-2)의 내부로 입력되고, 제3, 5 및 7 광신호들이 상기 제2 광수신기(130-2)의 외부로 출력된다. 또한, 상

기 하향 광섬유 부분(170c)을 통해 상기 제3, 5 및 7 광신호들이 상기 제2 광수신기(130-2)의 내부로 입력되고, 상기 제4,

6 및 8 광신호들이 상기 제2 광수신기(130-2)의 외부로 출력된다.

상기 제2 필터(265)는 상기 제2 하우징(250)의 중간에 배치되어 있으며, 상기 중간 광섬유 부분(170b)으로부터 입력된 광

신호들 중 제2 광신호만을 상기 포토다이오드(275)로 투과시키고, 나머지 광신호들은 상기 하향 광섬유 부분(170c)으로

반사시킨다. 또한, 상기 제2 필터(265)는 상기 하향 광섬유 부분(170c)으로부터 입력된 광신호들을 상기 중간 광섬유 부

분(170b)으로 반사시킨다.

상기 제3 렌즈(260)는 상기 제2 페룰(255) 및 제2 필터(265) 사이에 개재되며, 상기 제2 필터(265)로부터 반사된 광신호

들이 해당 광섬유 부분의 끝단에 수렴되도록 한다.

상기 포토다이오드(275)는 상기 제2 필터(265)로부터 입력된 제2 광신호를 전기 데이터 신호로 변환하여 출력한다.

상기 제4 렌즈(270)는 상기 포토다이오드(275) 및 제2 필터(265) 사이에 개재되며, 상기 제2 광신호가 상기 포토다이오드

(275)의 수광부에 수렴되도록 한다.

그러나, 상술한 바와 같은 전형적인 파장분할다중 방식의 광무선 네트웍(100)은 아래와 같은 문제점들이 있다.

첫 째, 각 원격 안테나 유닛이 광송신기와 광수신기를 구비해야 하므로, 동일 구성 소자들이 중복되게 사용됨으로 인해 그

구성이 복잡하고 구현 비용이 높다는 문제점이 있다.

둘 째, 상향 파장 대역과 하향 파장 대역이 분리되어야 하므로, 파장 대역의 사용 효율이 떨어진다는 문제점이 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은 상술한 종래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안출한 것으로서, 본 발명의 목적은 그 구성이 간단하고 구현 비용이

저렴한 원격 안테나 유닛을 제공함에 있다.

또한, 본 발명의 목적은 상기 원격 안테나 유닛을 이용하여 종래에 비해 파장 대역의 사용 효율을 크게 증가시킬 수 있는

파장분할다중 방식의 광무선 네트웍을 제공함에 있다.

상기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본 발명의 제1 측면에 따른 파장분할다중 방식의 광무선 네트웍에 구비되는 원격 안테

나 유닛은, 제1 내지 제3 포트들을 가지며, 제1 포트에 입력된 광신호들을 제2 포트로 출력하고, 제2 포트에 입력된 광신

호들을 제3 포트로 출력하는 광써큘레이터와; 제1 단을 입출력단으로 하고 제2 단을 반사단으로 하며, 제1 단에 입력된 광

신호로부터 제1 전기 데이터 신호를 복조하여 출력하고, 인가된 제2 전기 데이터 신호에 따라 상기 피복조된 광신호를 변

조하여 상기 제1 단을 통해 출력하는 전계 흡수 변조기와; 상기 광써큘레이터와 상기 전계 흡수 변조기 사이에 배치되며,

상기 광써큘레이터의 제2 포트로부터 입력된 광신호들 중 기설정된 파장의 광신호를 상기 전계 흡수 변조기로 투과시키

고, 나머지 광신호들은 반사하여 상기 광써큘레이터의 제2 포트로 입력시키며, 상기 전계 흡수 변조기로부터 입력된 광신

호를 상기 광써큘레이터의 제2 포트로 입력시키는 필터를 포함한다.

또한, 본 발명의 제2 측면에 따른 파장분할다중 방식의 광무선 네트웍은, 서로 다른 파장의 하향 광신호들을 송신하는 광

송신부와, 서로 다른 파장의 상향 광신호들을 수신하는 광수신부를 갖는 기지국과; 상기 기지국과 루프 구조로 차례로 연

결된 복수의 원격 안테나 유닛들을 포함하며, 상기 각 원격 안테나 유닛은, 제1 내지 제3 포트들을 가지며, 제1 포트에 입

력된 광신호들을 제2 포트로 출력하고, 제2 포트에 입력된 광신호들을 제3 포트로 출력하는 광써큘레이터와; 제1 단을 입

출력단으로 하고 제2 단을 반사단으로 하며, 제1 단에 입력된 광신호로부터 제1 전기 데이터 신호를 복조하여 출력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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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가된 제2 전기 데이터 신호에 따라 상기 피복조된 광신호를 변조하여 상기 제1 단을 통해 출력하는 전계 흡수 변조기와;

상기 광써큘레이터와 상기 전계 흡수 변조기 사이에 배치되며, 상기 광써큘레이터의 제2 포트로부터 입력된 광신호들 중

기설정된 파장의 광신호를 상기 전계 흡수 변조기로 투과시키고, 나머지 광신호들은 반사하여 상기 광써큘레이터의 제2

포트로 입력시키며, 상기 전계 흡수 변조기로부터 입력된 광신호를 상기 광써큘레이터의 제2 포트로 입력시키는 필터를

포함한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이하에서는 첨부도면들을 참조하여 본 발명의 실시 예를 상세히 설명하기로 한다. 본 발명을 설명함에 있어서, 관련된 공

지기능이나 구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본 발명의 요지를 모호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생략한다.

도 3은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파장분할다중 방식의 광무선 네트웍을 나타내는 도면이다. 상기 광무선 네트웍

(300)은 기지국(310)과, 광섬유(360)를 통해 상기 기지국(310)과 루프(loop) 구조로 차례로 연결된 제1 내지 제N 원격 안

테나 유닛들(400-1~400-N)을 포함한다.

상기 기지국(310)은 제1 내지 제N 광송신기들(320-1~320-N)과 제1 파장분할 다중화기(wavelength division

multiplexer, 330)를 구비하는 광송신부(312)와, 제1 내지 제N 광수신기들(350-1~350-N)과 제2 파장분할 다중화기들

(340)을 구비하는 광수신부(314)를 포함한다.

상기 제1 내지 제N 광송신기들(320-1~320-N)은 서로 동일한 구성을 가지며, 서로 다른 파장의 제1 내지 제N 하향 광신

호들(λ1~λN, 실선으로 표시함)을 출력한다. 상기 제m 광송신기(320-m)는 제m 전기 데이터 신호에 의해 변조된 제m 파

장을 갖는 제m 상향 광신호(λm)를 출력한다. 이 때, m은 N 이하의 자연수이며, 제1 내지 제N 파장들은 기설정된 간격으로

이격되어 있다. 상기 제1 내지 제N 광송신기들(320-1~320-N)로는 각각 레이저 다이오드를 사용할 수 있다.

상기 제1 파장분할 다중화기(330)는 제1 내지 제N 역다중화 포트들(demultiplexing port: DP)과 다중화 포트

(multiplexing port: MP)를 가지며, 상기 제1 내지 제N 역다중화 포트들은 상기 제1 내지 제N 광송신기들(320-1~320-

N)과 차례로 일대일 연결되고, 상기 다중화 포트는 상기 광섬유(360)를 통해 상기 제1 원격 안테나 유닛(400-1)과 연결된

다. 상기 제1 파장분할 다중화기(330)는 제1 내지 제N 역다중화 포트들에 입력된 제1 내지 제N 하향 광신호들을 파장분

할 다중화하여 다중화 포트로 출력한다. 이때, 상기 제1 파장분할 다중화기(330)의 제m 역다중화 포트에 상기 제m 하향

광신호가 입력된다. 상기 제1 및 제2 파장분할 다중화기들(330,340)로는 1×N 도파로열 격자를 사용할 수 있다.

상기 제2 파장분할 다중화기(340)는 제1 내지 제N 역다중화 포트들과 다중화 포트를 가지며, 상기 제1 내지 제N 역다중

화 포트들은 상기 제1 내지 제N 광수신기(350-1~350-n)들과 차례로 일대일 연결되고, 상기 다중화 포트는 상기 광섬유

(360)를 통해 상기 제N 원격 안테나 유닛(400-N)과 연결된다. 상기 제2 파장분할 다중화기(340)는 다중화 포트에 입력된

제1 내지 제N 상향 광신호들(λ1~λN, 점선으로 표시함)을 파장분할 역다중화하여 제1 내지 제N 역다중화 포트들로 출력

한다. 이때, 상기 제2 파장분할 다중화기(340)는 상기 제m 상향 광신호를 제m 역다중화 포트로 출력한다.

상기 제1 내지 제N 광수신기들(350-1~350-N)은 서로 동일한 구성을 가지며, 각각 입력된 상향 광신호를 전기 데이터 신

호로 변환하여 출력한다. 상기 제m 광수신기(350-m)는 입력된 상기 제m 상향 광신호를 제m' 전기 데이터 신호로 변환하

여 출력한다. 상기 제1 내지 제N 광수신기들(350-1~350-N)로는 각각 포토다이오드를 사용할 수 있다.

상기 제1 내지 제N 원격 안테나 유닛들(400-1~400-N)은 서로 동일한 구성을 갖는다. 상기 제1 내지 제N 원격 안테나 유

닛들(400-1~400-N)은 루프(loop) 구조로 상기 기지국(310)과 연결되어 있고, 상기 기지국(310)으로부터의 하향 전송과

상기 기지국(310)으로의 상향 전송은 상기 광섬유(360)를 따라 동일 방향으로 이루어진다. 즉, 상기 광섬유(360) 내로 진

행하는 하향 광신호들과 상향 광신호들은 동일 방향으로 진행한다. 상기 기지국(310)은 상기 제1 내지 제N 하향 광신호들

을 상기 제1 원격 안테나 유닛(400-1)으로 송신하고, 상기 기지국(310)은 상기 제N 원격 안테나 유닛(400-N)으로부터

제1 내지 제N 상향 광신호들을 수신한다. 예를 들어, 상기 제N 하향 광신호는 상기 제1 내지 제(N-1) 원격 안테나 유닛들

(400-1~400-(N-1))을 차례로 거쳐서 상기 제N 원격 안테나 유닛(400-N)에 의해 수신되고, 상기 제1 상향 광신호는 상

기 제2 내지 제N 원격 안테나 유닛들(400-2~400-N)을 차례로 거쳐서 상기 기지국(310)에 의해 수신된다. 즉, 제m 하향

광신호는 하향의 (m-1) 개의 원격 안테나 유닛들을 차례로 거쳐서 제m 원격 안테나 유닛(400-m)에 의해 수신되고, 제m

원격 안테나 유닛(400-m)으로부터 출력된 상향 광신호는 상향의 (N-m) 개의 원격 안테나 유닛들을 차례로 거쳐서 상기

기지국(310)에 의해 수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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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4는 상기 제m 원격 안테나 유닛(400-m)을 나타내는 도면이다. 상기 제m 원격 안테나 유닛(400-m)은 제m 하우징

(410-m)과, 제m 광써큘레이터(optical circulator: CIR, 420-m)와, 제m 필터(430-m)와, 제m 전계 흡수 변조기

(electroabsorption modulator: EAM, 440-m)와, 제m 안테나(450-m)를 포함한다.

상기 제m 하우징(410-m)은 상하단이 막힌 원통 구조를 가지며, 그 측벽에 상향 광섬유 부분(360a)과 하향 광섬유 부분

(360b)을 일부 삽입하기 위한 한 쌍의 홀들을 갖는다.

상기 제m 광써큘레이터(420-m)는 상기 제m 하우징(410-m)의 상측에 배치되며, 제1 내지 제3 포트들을 갖고, 상기 제1

포트는 상기 상향 광섬유 부분(360a)과 연결되며, 상기 제2 포트는 보조 광섬유(425)와 연결되고, 상기 제3 포트는 상기

하향 광섬유 부분(360b)과 연결된다. 상기 제m 광써큘레이터(420-m)는 파장 무의존성 소자로서, 제1 포트에 입력된 광

신호를 제2 포트로 출력하고, 제2 포트에 입력된 광신호를 제3 포트로 출력한다. 제m 내지 제N 하향 광신호들과 제1 내지

제(m-1) 상향 광신호들은 상기 제1 포트에 입력된 후 상기 제2 포트로 출력되고, 제(m+1) 내지 제N 하향 광신호들과 제1

내지 제m 상향 광신호들은 상기 제2 포트에 입력된 후 상기 제3 포트로 출력된다. 이때, m이 1이면 상기 제1 포트에 입력

되는 상향 광신호는 없고, m이 N이면 상기 제2 포트에 입력되는 하향 광신호는 없다.

상기 제m 필터(430-m)는 상기 제m 하우징(410-m)의 중간에 배치되며, 상기 보조 광섬유(425)로부터 입력된 광신호들

중 제m 하향 광신호는 상기 제m 전계 흡수 변조기(440-m)로 투과시키고, 그 나머지 광신호들은 상기 보조 광섬유(425)

로 반사시킨다. 또한, 상기 제m 필터(430-m)는 상기 제m 전계 흡수 변조기(440-m)로부터 입력된 제m 상향 광신호를 상

기 보조 광섬유(425)로 투과시킨다. 상기 제m 필터(430-m)로는 유리 기판에 다수의 박막들을 증착시킨 박막 필터를 사용

할 수 있다.

상기 제m 전계 흡수 변조기(440-m)는 상기 제m 하우징(410-m)의 하측에 배치되며, 상기 제m 필터(430-m)로부터 입력

된 제m 하향 광신호로부터 제m 전기 데이터 신호를 복조하여 출력하고, 상기 제m 안테나(450-m)로부터 입력된 제m' 전

기 데이터 신호로 변조된 제m 상향 광신호를 상기 제m 필터(430-m)로 출력한다.

도 5는 상기 제m 전계 흡수 변조기(440-m)를 나타내는 도면이다. 상기 제m 전계 흡수 변조기(440-m)는 반사형으로서,

하부 및 상부 클래드층들(lower and upper clad layers, 441-m,443-m)과, 활성층(active layer, 442-m)과, 전극

(electrode, 445-m)과, 반사층(reflective layer, 444-m)을 포함한다.

상기 하부 및 상부 클래드층들(441-m,443-m)은 상기 활성층(442-m) 내에 광신호를 가두는 기능을 한다. 상기 활성층

(442-m)은 상기 하부 및 상부 클래드층들(441-m,443-m) 사이에 개재되며, 그 내부로 광신호가 진행한다. 상기 반사층

(444-m)은 상기 제m 전계 흡수 변조기(440-m)의 제2 측단에 적층되며, 입력된 광신호를 되반사한다. 상기 전극(445-m)

은 상기 상부 클래드층(443-m) 상에 적층되며, 전기 데이터 신호의 입출력 통로가 된다. 상기 반사층(444-m)으로 인해,

상기 제m 전계 흡수 변조기(440-m)의 제1 측단은 광신호의 입출력 통로가 된다. 상기 제m 전계 흡수 변조기(440-m)는

그 내부로 입력된 제m 하향 광신호로부터 제m 전기 데이터 신호(Em)를 복조한다. 상기 제m 하향 광신호는 광반송 주파수

(optical carrier frequency) 및 그 양측에 기설정된 간격으로 이격되어 위치하는 측파대들(sidebands)을 갖고, 상기 제m

전기 데이터 신호는 상기 측파대들에 실려있다. 상기 제m 하향 광신호에 의해 상기 제m 전계 흡수 변조기(440-m) 내에서

생성된 제m 전기 데이터 신호는 상기 전극(445-m)을 통해 외부로 출력된다. 상기 제m 전계 흡수 변조기는 상기 전극에

인가된 제m' 전기 데이터 신호(Em')로 상기 광반송 주파수를 변조하여 출력한다. 이때, 상기 제m 전기 데이터 신호의 주파

수와 상기 제m' 전기 데이터 신호의 주파수는 서로 다르게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시 도 4를 참조하면, 상기 제m 안테나(450-m)는 공중으로부터 수신한 무선 신호를 제m' 전기 데이터 신호로 변환하여

상기 제m 전계 흡수 변조기(400-m)로 출력하고, 상기 제m 전계 흡수 변조기(400-m)로부터 입력된 제m 전기 데이터 신

호를 무선 신호로 변환하여 공중으로 방출한다.

발명의 효과

상술한 바와 같이, 본 발명에 따른 원격 안테나 유닛은 광써큘레이터, 필터 및 반사형 전계 흡수 변조기를 이용하여 구성됨

으로써, 종래에 비하여 그 구성이 간단하고 구현 비용이 저렴하다는 이점이 있다.

또한, 상기 원격 안테나 유닛을 이용한 파장분할다중 방식의 광무선 네트웍은 상향 전송 및 하향 전송에서 동일한 파장을

중복 사용하므로, 종래에 비해 파장 대역의 사용 효율을 크게 증가시킬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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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파장분할다중 방식의 광무선 네트웍에 구비되는 원격 안테나 유닛에 있어서,

제1 내지 제3 포트들을 가지며, 제1 포트에 입력된 광신호들을 제2 포트로 출력하고, 제2 포트에 입력된 광신호들을 제3

포트로 출력하는 광써큘레이터와;

제1 단을 입출력단으로 하고 제2 단을 반사단으로 하며, 제1 단에 입력된 광신호로부터 제1 전기 데이터 신호를 복조하여

출력하고, 인가된 제2 전기 데이터 신호에 따라 상기 피복조된 광신호를 변조하여 상기 제1 단을 통해 출력하는 전계 흡수

변조기와;

상기 광써큘레이터와 상기 전계 흡수 변조기 사이에 배치되며, 상기 광써큘레이터의 제2 포트로부터 입력된 광신호들 중

기설정된 파장의 광신호를 상기 전계 흡수 변조기로 투과시키고, 나머지 광신호들은 반사하여 상기 광써큘레이터의 제2

포트로 입력시키며, 상기 전계 흡수 변조기로부터 입력된 광신호를 상기 광써큘레이터의 제2 포트로 입력시키는 필터를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원격 안테나 유닛.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공중으로부터 수신한 무선 신호를 상기 제2 전기 데이터 신호로 변환하여 상기 전계 흡수 변조기로 출력하고, 상기 전계

흡수 변조기로부터 입력된 제1 전기 데이터 신호를 무선 신호로 변환하여 공중으로 방출하는 안테나를 더 포함함을 특징

으로 하는 원격 안테나 유닛.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전계 흡수 변조기는,

그 내부로 상기 광신호가 진행하는 활성층과;

상기 활성층을 그 사이에 개재함으로써, 상기 활성층 내에 상기 광신호를 가두는 상부 및 하부 클래드층들과;

상기 전계 흡수 변조기의 제2 단에 적층된 반사층과;

상기 상부 클래드층 상에 적층되며, 상기 제1 및 제2 전기 데이터 신호들의 입출력 통로가 되는 전극을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원격 안테나 유닛.

청구항 4.

파장분할다중 방식의 광무선 네트웍에 있어서,

서로 다른 파장의 하향 광신호들을 송신하는 광송신부와, 서로 다른 파장의 상향 광신호들을 수신하는 광수신부를 갖는 기

지국과;

광섬유를 통해 상기 기지국과 루프 구조로 차례로 연결된 복수의 원격 안테나 유닛들을 포함하며, 상기 각 원격 안테나 유

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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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 내지 제3 포트들을 가지며, 제1 포트에 입력된 광신호들을 제2 포트로 출력하고, 제2 포트에 입력된 광신호들을 제3

포트로 출력하는 광써큘레이터와;

제1 단을 입출력단으로 하고 제2 단을 반사단으로 하며, 제1 단에 입력된 광신호로부터 제1 전기 데이터 신호를 복조하여

출력하고, 인가된 제2 전기 데이터 신호에 따라 상기 피복조된 광신호를 변조하여 상기 제1 단을 통해 출력하는 전계 흡수

변조기와;

상기 광써큘레이터와 상기 전계 흡수 변조기 사이에 배치되며, 상기 광써큘레이터의 제2 포트로부터 입력된 광신호들 중

기설정된 파장의 광신호를 상기 전계 흡수 변조기로 투과시키고, 나머지 광신호들은 반사하여 상기 광써큘레이터의 제2

포트로 입력시키며, 상기 전계 흡수 변조기로부터 입력된 광신호를 상기 광써큘레이터의 제2 포트로 입력시키는 필터를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광무선 네트웍.

청구항 5.

제4항에 있어서,

공중으로부터 수신한 무선 신호를 상기 제2 전기 데이터 신호로 변환하여 상기 전계 흡수 변조기로 출력하고, 상기 전계

흡수 변조기로부터 입력된 제1 전기 데이터 신호를 무선 신호로 변환하여 공중으로 방출하는 안테나를 더 포함함을 특징

으로 하는 광무선 네트웍.

청구항 6.

제4항에 있어서, 상기 전계 흡수 변조기는,

그 내부로 상기 광신호가 진행하는 활성층과;

상기 활성층을 그 사이에 개재함으로써, 상기 활성층 내에 상기 광신호를 가두는 상부 및 하부 클래드층들과;

상기 전계 흡수 변조기의 제2 단에 적층된 반사층과;

상기 상부 클래드층 상에 적층되며, 상기 제1 및 제2 전기 데이터 신호들의 입출력 통로가 되는 전극을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광무선 네트웍.

청구항 7.

제4항에 있어서,

상기 상향 및 하향 광신호들은 상기 광섬유 내에서 동일 방향으로 진행함을 특징으로 하는 광무선 네트웍.

청구항 8.

제4항에 있어서, 상기 기지국의 광송신부는,

상기 하향 광신호들을 출력하는 복수의 광송신기들과;

상기 하향 광신호들을 파장분할 다중화하여 상기 원격 안테나 유닛들로 송신하는 제1 파장분할 다중화기를 포함함을 특징

으로 하는 광무선 네트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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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9.

제4항에 있어서, 상기 기지국의 광수신부는,

상기 상향 광신호들을 수신하는 복수의 광수신기들과;

상기 원격 안테나 유닛들로부터 입력된 상기 하향 광신호들을 파장분할 역다중화하여 상기 광수신기들로 출력하는 제2 파

장분할 다중화기를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광무선 네트웍.

도면

도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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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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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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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4

도면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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