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 대한민국특허청(KR)
(12) 등록특허공보(B1)

(51)Int. Cl.
6

H04B 1/69

(45) 공고일자   2003년06월19일

(11) 등록번호   10-0375094

(24) 등록일자   2003년02월24일
(21) 출원번호 10-1996-0704425 (65) 공개번호 특1997-0701459
(22) 출원일자 1996년08월14일 (43) 공개일자 1997년03월17일

       번역문제출일자 1996년08월14일

(86) 국제출원번호 PCT/US1995/01831 (87) 국제공개번호 WO 1995/22210
(86) 국제출원일자 1995년02월14일 (87) 국제공개일자 1995년08월17일

(81) 지정국 국내특허 : 오스트레일리아  바베이도스  불가리아  브라질  캐나다  체코  
헝가리  일본  북한  대한민국  스리랑카  마다가스카르  몽고  노르웨이  
뉴질랜드  폴란드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우크라이나  베트남  중국  에스
토니아  그루지야  라이베리아  리투아니아  AP ARIPO특허 : 말라위  수단  
케냐  

EA 유라시아특허 :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러시아  아르메니아  키르기즈  

EP 유럽특허 : 오스트리아  스위스  리히텐슈타인  독일  덴마크  스페인  
핀랜드  영국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포르투칼  스웨덴  

OA OAPI특허 : 부르키나파소  베넹  중앙아프리카  콩고  코트디브와르  카
메룬  가봉  기네  말리  모리타니  니제르  세네갈  차드  토고  

(30) 우선권주장 08/195,003  1994년02월14일  미국(US)  

(73) 특허권자 콸콤 인코포레이티드    

미국  캘리포니아 샌디에고 모어하우스 드라이브5775 (우 92121-1714)
(72) 발명자 스트리치, 더블유., 엘리

미합중국 92037 캘리포니아 라 졸라 프레스트위크 드라이브 8568

톰프슨, 제임스, 에이치.

미합중국 92009 캘리포니아 칼스베드 브라바 스트리트 7523
(74) 대리인 남상선

심사관 :    정재우

(54) 스펙트럼확산통신시스템에서의다이나믹섹터화장치및방법

명세서

발명의 배경<1>

I. 발명분야<2>

본 발명은 스펙트럼 확산 신호를 이용하는 통신 시스템, 특히 스펙트럼 확산 통신시스템내에서 <3>
채널을 다이나믹하게 섹터화하기 위한 신규 및 개선된 방법 및 장치에 관한 것이다.

II. 종래기술<4>

통신 시스템은 소스 위치에서 물리적인 개별 사용자 목적지로 정보신호를 전송하기 위해 개발되<5>
었다. 아날로그 및 디지털 방법은 모두 소스 및 사용자 위치를 링크하는 통신채널을 통해 정보신호를 전
송하기 위해 사용되었다. 디지털 방법은 아날로그 기술에 비해 여러 장점, 예를들어 채널잡음 및 간섭의 
제거, 용량증가 및 암호화의 사용을 통한 개선된 통신보안을 제공할 수 있다.

통신채널을 통해 소스 위치로부터 정보신호를 전송할 때, 상기 전송신호는 채널을 통한 효율적인 <6>
전송을 위해 우선 적합한 형태로 변환된다. 정보 신호의 변환 및 변조는 결과적인 변조된 캐리어의 스펙
트럼이 채널 대역폭내에 한정되도록 정보신호를 기초로하여 캐리어의 파라미터를 변화시키는 사항을 포함
한다. 사용자의 위치에서, 원래의 메시지 신호는 채널을 통해 전파된후 수신된 변조된 캐리어의 버전으로
부터 복제된다. 이같은 복제는 일반적으로 소스 송신기에 의해 사용된 변조과정의 역과정을 사용함으로써 
이루어진다.

변조는 또한 다중화, 즉 공통채널을 통해 여러 신호의 동시전송을 용이하게 한다. 다중 통신 시<7>
스템은 일반적으로 통신채널을 연속적으로 액세스하는 것보다 오히려 매우 짧은 기간의 간헐적 서비스를 
요구하는 다수의 원격 가입자 장치를 포함할 것이다. 짧은 기간동안 가입자장치 세트와 통신하도록 설계
된 시스템은 다중 접속 통신시스템이라 불리워졌다.

특정 형태의 다중 접속 통신 시스템은 스펙트럼 확산 시스템으로 알려진다. 스펙트럼 확산 시스<8>
템에서 이용된 변조기술은 통신채널내의 넓은 주파수 대역으로 전송 신호를 확산한다. 다중 접속 스펙트
럼 확산 시스템중한 형태는 코드분할 다중 접속(CDMA) 변조시스템이다. 시분활 다중 접속(TDMA), 주파수 
분할 다중 접속(FDMA) 및 진폭압신 단측대역과 같은 AM 변조방식과 같은 다른 다중 접속 통신 시스템 기
술이 공지되어 있다. 그러나, CDMA의 스펙트럼 확산 변조기술은 다중 접속 통신시스템을 위한 이들 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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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에 비해 상당한 장점을 가진다. 다중 접속 통신시스템에서의 CDMA 기술의 사용은 1990년 2월 13일자
로  특허허여되고,  "위성  또는  지상중계기를  사용하는  스펙트럼  확산  다중  접속  통신시스템"으로 
명명되며, 본 발명의 양수인에게 양도된 미합중국 특허 제4,901,307호에 개시되어 있다.

전술한  미합중국  특허  제4,901,307호에는  트랜시버를  각각  가진  다수의  이동시스템  사용자가 <9>
CDMA 스펙트럼 확산 통신신호를 사용하여 위성중계기 또는 지상 기지국을 통해 통신하는 다중 접속 기술
이 개시되어 있다. CDMA 통신을 사용할 때, 주파수 스펙트럼은 여러번 재사용될 수 있어서, 시스템 사용
자 용량을 증가시킬 수 있다. CDMA를 사용하면, 다른 다중 접속 기술을 사용하여 달성될 수 있는 것보다 
스펙트럼 효율이 향상된다.

특정 셀룰라 CDMA 시스템에서, 주변 셀영역내에서 기지국 및 가입자 장치사이의 통신은 고유의 <10>
사용자 확산 코드를 사용하여 각각의 전송신호를 이용가능한 채널 대역폭상으로 확산시킴으로써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러한 CDMA 시스템에 있어서, 스펙트럼을 확산하기 위하여 사용된 코드 시퀀스는 두 개의 다른 
형태의 시퀀스로 구성되며, 각각의 시퀀스는 각각 다른 기능을 제공하기 위하여 다른 특성을 가진다. 다
중경로 신호를 식별하기 위해 사용되고 셀 또는 섹터에서 모든 신호에 의해 공유되는 외부 코드가 존재한
다. 더욱이, 외부코드의 위상을 조절하면 주어진 셀내에서 "섹터"로 그룹화된 사용자 세트사이를 식별할 
수 있다. 예를들어, 주어진 셀내의 사용자는 외부코드의 3개의 위상을 제공함으로서 3개의 섹터로 분할될 
수 있다. 각각의 사용자 섹터와 연관된 다수의 "트래픽 채널"을 통해 전송된 사용자 신호사이를 식별하기 
위해 사용되는 내부코드가 또한 존재한다. 특정 전송신호는 추출될 전송신호와 연관된 내부코드를 사용하
여 통신채널내의 합성신호 에너지를 역확산함으로서 통신채널로부터 추출된다.

제 1A도에는 다수의 가입자 장치(12) 및 기지국(14)이 배치된 전형적인 제 1 셀(10)이 도시되어 <11>
있다. 제 1A도에 도시된 것처럼, 셀(10)은 6개의 커버리지 영역(C1-C6)으로 분할된다. 기지국(14)은 커버
리지 영역(C1-C6)내의 가입자 장치와 통신하기 위해 전용으로 사용되는 6개의 고정빔 안테나 세트(도시안
됨)를 각각 포함 할 수 있다. 가입자 장치(12)는 다수의 사용자 섹터로 그룹핑되며, 각각의 사용자 섹터
는 동일한 수의 트래픽 채널을 지원한다. 제 1A도에 도시된 것처럼, 제 1 주거 사용자 섹터는 커버리지 
영역(C1, C6)을 포함하며, 제 2 주거 사용자 섹터는 커버리지 영역(C4)에 걸쳐 있다. 유사하게, 시골지역
을 주로 포함하는 사용자 섹터는 커버리지 영역(C2, C3)과 연관되며, 업무 사용자는 커버리지 영역(C5)내
에 집중된다.

제 1A도에 기술된 것처럼, 임의의 사용자 섹터가 시스템 이용의 피크 기간동안 요구를 모두 수용<12>
하기 위하여 비교적 좁은 영역일 필요가 있다. 예를들어, 업무 사용자 섹터는 8a.m. 및 5p.m. 사이의 업
무시간동안 통신하기를 원하는 업무 사용자가 커버리지 영역(C5)내에 집중되기 때문에 그의 폭이 상대적
으로 좁을 필요가 있다. 즉, 만일 업무 사용자 섹터의 범위가 커버리지 영역(C5)이외의 영역을 포함하도
록 확장된다면, 업무시간동안 트래픽 채널의 수가 부족하게 되어 통화하기를 원하는 모든 사용자들을 수
용할 수 있다. 대조적으로, 시골지역사이의 가입자 장치(12)의 퍼진 분포는 시골사용자 섹터와 연관된 트
래픽 채널이 두 개의 커버리지 영역(C2-C3)에 걸처 분포된 사용자사이에 할당되도록 한다.

불행하게도, 비업무 시간동안 업무 사용과 섹터에 전용된 다수의 트래픽 채널이 마찬가지로 사용<13>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비업무 시간에는 업무통화자의 수가 작은 반면에 주거 통화자의 수가 많기 때문
이다. 따라서, 업무시간동안에는 커버리지 영역(C5)내의 업무 사용자에게 많은 트래픽 채널을 제공하고 
비업무 시간동안에는 커버리지 영역(C5)내의 업무 사용자에게 상대적으로 적은 트래픽 채널을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비록 변화하는 사용자의 요구에 응답하여 투사 빔을 적응적으로 형성(shaping)할 수 있는 안테나 <14>
어레이가 존재할지라도, 제 1A도에 도시된 시스템내의 안테나 어레이의 실행은 기지국(14)의 고정빔 구조
의 대응 수정을 요구한다. 더욱이, 적응 빔형성 네트워크에 전형적으로 사용되고 매우 정교하게 이루어진 
R/F 마이크로파 회로는 시스템 비용 및 복잡성을 증대시킨다. 따라서, 본 발명의 목적은 스펙트럼 확산 
셀룰라 통신 시스템내의 사용자 분포의 변화에 응답하여 트래픽 채널의 집중을 변화시키기 위한 저비용 
기술을 제공하는 것이다.

CDMA 통신시스템의 특정 실시예에서, 각각의 사용자 섹터는 주어진 레벨의 트래픽 요구를 지원할 <15>
수 있다. 따라서, 본 발명의 다른 목적은 CDMA 통신 시스템내의 특정 사용자 섹터의 크기를 섹터내의 트
래픽 채널 요구에 맞추는 것이다. 이와같이 효율적인 트래픽 채널의 할당은 통신 시스템 자원을 최적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결국 사용자당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

전술한 바와같이 사용자 요구의 단기간의 변화의 결과로서 융통성 있게 트래픽 채널 할당을 조절<16>
하는 것외에, 본 발명의 또 다른 목적은 사용자 요구의 장기간의 변화를 수용하는 것이다.

제 1A도의 시스템과 같은 종래 고정빔 시스템의 다른 단점은 시스템 설치전에 사용자 요구가 정<17>
확하게 추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고정빔 기지국이 각각의 사용자 섹터에 필요한 트래픽 채널용량을 
제공하도록 시스템 설계자에는 예상된 요구의 패턴과 관련된 세밀한 정보가 제공되어야 한다. 따라서, 설
치기간 직전 및 직후에 발생하는 사용패턴의 변화는 이용가능한 트래픽 채널의 최적 이용을 방해한다. 따
라서, 본 발명의 다른 목적은 설치시, 트래픽 채널 요구의 기존 패턴에 따라 적합하게 구성할 수 있는 통
신시스템을 제공하는 것이다.

발명의 요약<18>

본 발명은 스펙트럼 확산 통신 시스템에서 트래픽 채널 섹터화를 다이나믹하게 변화시킬 수 있는 <19>
시스템 및 방법을 제공한다.

바람직한 실시예에서, 본 발명의 시스템은 스펙트럼 확산 통신 시스템에서 적어도 하나의 특정 <20>
사용자에게 정보를 전송하기 위해 동작한다. 이 시스템은 소정의 칩율로 제 1 소정 PN 코드의 제 1 유사
잡음(PN) 신호를 발생시키는 제 1네트워크를 포함한다. 그 다음에, 제 1PN 신호는 결과적인 제 1변조신호
를 제공하기 위해 제 1정보신호와 결합된다. 이 시스템은 PN 칩율과 역비례하는 소정 지연만큼 제 1변조
신호를 지연시킴으로서 제 2변조신호를 제공하는 제 2네트워크를 더 포함한다. 스위칭 전송네트워크는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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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및 제 2커버리지 영역에 제 1 및 제 2변조신호를 각각 선택적으로 전송하기 위해서 배치된다. 이같은 
방식에서, 제 1 및 제 2변조신호의 선택적인 전송은 다른 시스템 동작기간동안 제 1사용자 섹터의 크기를 
변화시키기 위해 사용될 수 있다. 제 1 사용자 섹터는 제 1트래픽 채널 세트와 연관되며, 상기 제 1 트래
픽 채널세트중 하나의 트래픽 채널은 특정 사용자에 할당된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21>

그외에 목적 및 장점과 함께 본 발명은 첨부된 도면을 참조로하여 상세히 설명될 것이다.<22>

제 1A도는 다수의 가입자 장치 및 기지국이 배치된 종래의 셀룰라 통신시스템내에 포함된 전형적<23>
인 셀에 대한 개략도.

제 1B도는 보통 업무시간동안 본 발명에 따라 섹터화된 전형적인 제 2 셀에 대한 개략도.<24>

제 1C도는 본 발명에 따라 저녁시간동안 섹터화된 제 2전형적인 셀에 대한 개략도.<25>

제  1D도는  본  발명의  다이나믹  섹터화  시스템이  구현된  전형적인  기지국  통신  트랜시버의 <26>
블록도.

제 2도는 본 발명에 따라 섹터화된 다이나믹 사용자를 제공하기 이해 구성된 기지국 송신기 네트<27>
워크의 블록도.

제 3도는 각각의 사용자 섹터와 연관된 정보신호 및 6개의 안테나 드라이버의 세트를 스위칭가능<28>
하게 접속하기 위하여 기지국 송신기내에 배치된 스위치 매트릭스에 대한 개략도.

제 4도는 수평 및 수직 편파 안테나 빔을 이용함으로서 증가되는 사용자 섹터화를 제공할 수 있<29>
는 기지국 송신기 네트워크의 블록도.

제 5A도 및 제 5B도는 기지국 안테나의 바람직한 실행내에 통합된 이중모드 공진 패치 안테나의 <30>
평면 및 측면도.

제 6도는 본 발명에 따라 사용자 섹터화를 제공하기 위해 구성된 기지국 수신기 네트워크의 블록<31>
도.

제 7도는 전형적인 스펙트럼 확산 송신기의 블록도.<32>

제 8도는 I 및 Q 채널 파일럿 시퀀스를 제공하는 파일럿 발생 네트워크에 대한 개략도.<33>

제 9도는 RF 기지국 송신기의 전형적인 실행에 대한 개략도.<34>

제 10도는 가입자 장치내에 배치된 전형적인 다이버시티 수신기에 대한 블록도.<35>

제 11A도는 커버리지 영역(C1-C6)(제 1A도)중 하나와 연관된 제 1기지국 안테나에 의해 투사될 <36>
40도 고정빔의 방위각 패턴에 대한 그래프.

제 11B도는 인접쌍의 고정빔 기지국 안테나가 동위상으로 구동될 때 발생된 방위각 패턴에 대한 <37>
그래프.

제 12도는 각각의 사용자 섹터에 동위상 빔 세트를 투사함으로서 다이나믹 사용자 섹터화를 제공<38>
하기 위해 구성된 기지국 송신기 네트워크의 블록도.

제 13도는 동위상 빔 세트를 투사함으로서 다이나믹 사용자 섹터화를 제공하는 다른 기지국 구조<39>
에 대한 개략도.

제 14도는 9개의 안테나 빔 세트를 제공하기 위해 선택적으로 동작하는 제 1, 제 2 및 제 3위상 <40>
어레이 안테나 패넬의 삼각구조에 대한 개략도.

제 15도는 4×4 어레이의 패치요소를 각각 포함하는 제 14도의 안테나 패널의 바람직한 실행에 <41>
대한 개략도.

제 16도는 위상 어레이 안테나 패넬을 구동하기 위해 사용된 빔형성 네트워크의 블록도.<42>

바람직한 실시예의 설명<43>

I. 도입<44>

제 1B도에는 보통 업무시간동안 본  발명에 따라 섹터화된 제  2  전형적인 셀(18)이  도시되어 <45>
있다. 제 1B도에 도시된 것처럼, 제 2셀(18)은 9개의 사용자 섹터(U1-U9)의 세트로 섹터화된다. 제 2셀
(18)은 예를들어 각각 20도의 각도로 놓인 4개의 사용자 섹터(U1-U4)의 세트가 고밀도로 거주하는 업무 
중심지에 할당되도록 업무시간동안 분할된다. 셀에서 업무시간동안 적게 거주하는 시골 및 주거영역은 비
교적 넓은 사용자 섹터(U5, U6-U9)의 세트에 의해 각각 서비스된다. 전형적인 실시예에서, 시골 사용자 
섹터(U5)의 각도의 폭은 100도로 세팅되며, 주거 사용자 섹터(U6, U8, U9)는 각각 40도를 가지며, 주거 
사용자 섹터(U7)은 60도이다. 사용자 섹터(U1-U4)의 좁은 폭은 일하는 시간동안 통신하기를 원하는 사용
자가 업무 중심지내의 집중되기 때문에 필요하다. 이같은 방식에서, 사용자 섹터(U1-U4)의 한정된 범위는 
업무 중심지내에 원하는 수의 사용자를 수용하기 위하여 업무시간동안 충분한 수의 트래픽 채널이 이용가
능하도록 한다.

제 1C도는 저녁시간(비업무 시간)동안 본 발명에 따라 9개의 사용자 섹터(U1'-U9')로 섹터화되는 <46>
제 2 전형적인 셀(18)을 도시한다. 제 1C도에 도시된 것처럼, 비업무시간동안에는 업무시간동안 요구된 4
개의 20도 섹터(U1-U4)보다 오히려 80도의 단일 사용자 섹터(U1')가 업무 중심지내에서 요구를 서비스하
기 위해 사용된다. 유사하게, 저녁시간동안 주거지역으로의 인구이동은, 낮시간동안 요구된 4개의 섹터
(U6-U9)에 비해, 7개의 사용자 섹터(U2'-U6') 및 (U7'-U9')에 의해 제공된 증가된 섹터화를 필요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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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적인 실시예에 있어서, 주거 사용자 섹터(U2'-U4', U8'-U9')의 각도 폭은 20도로 세팅되며, 주거 사
용자 섹터(U6', U7')의 폭은 40도로 세팅된다. 시골 사용자 섹터(U5')는 전형적으로 시골지역의 사용자 
요구가 최소로 변화하기 때문에 낮 및 저녁시간동안 100도를 유지한다. 제 1B도-제 1C도에 의해 기술된 
섹터화의 변화는 본 발명의 다이나믹 섹터화 시스템에 이하여 달성될 수 있으며, 다이나믹 섹터화 시스템
의 동작은 제 1D도의 블록도를 참조로하여 이하에 기술된다.

제 1D도는 본 발명의 다이나믹 섹터화 시스템이 구현되는 전형되는 기지국 통신 트랜시버(25)의 <47>
블록도를 도시한다. 이하에 기술된 것처럼, 트랜시버(25)는 셀내의 다양한 사용자 섹터사이에서 트래픽 
채널의 할당을 다이나믹하게 변화시킴으로서 셀룰라 통신 시스템의 제 1셀내에 배치된 사용자에게 개선된 
서비스를 제공한다. 트랜시버(25)는 제어기(27), 안테나 시스템(29) 및 송신/수신 채널 뱅크(31)를 포함
한다. 제어기(27)는 전형적으로 송신/수신 채널 뱅크(31)의 채널 셋-업/할당을 제공하도록 프로그래밍된
다. 송신/수신채널 뱅크(31)는 도파관 전송라인(32) 등을 통해 안테나 시스템(29)에 전자기적으로 결합된
다. 각각의 개별 채널 뱅크는 예를들어 특정 사용자와의 통신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다수의 채널장치를 
포함할 수 있다. 제 1D도의 실시예에 있어서, 송신/수신 채널 뱅크(31)는 제 1셀을 다수의 사용자 섹터로 
섹터화하기 위해 안테나 시스템(29)에 빔 형성 신호를 공급하며, 각각각의 사용자 섹터는 다수의 사용자 
트래픽 채널과 연관된다. 정보신호는 데이터 버스(33)를 통해 채널뱅크(31) 및 외부 통신네트워크, 예를
들어 공중교환 전화망(PSTN)사이에서 중계된다.

본 발명의 제 1실시예에 있어서, 소정수의 트래픽 채널이 각각의 사용자 섹터와 연관된다. 이같<48>
은 조건하에서, 본 발명은 각각의 사용자 섹터의 상대적인 크기를 조절함으로서 셀내의 다양한 지역에서
의 사용자 요구의 변화를 수용한다. 예를들어, 상대적으로 좁은 다수의 사용자 섹터는 높은 사용자 요구 
기간동안 셀의 특정 지역내의 사용자에게 서비스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다. 이는 높은 사용자 요구 기간
동안 통신하기를 원하는 모든 사용자에게 트래픽 채널이 최대로 할당될 수 있도록 한다. 역으로, 최소요
구의 기간동안, 필요한 트래픽 채널용량을 제공하기 위해 넓은 폭을 가진 적은 수의 사용자 섹터가 이용
될 수 있다. 감소된 요구 기간동안 특정 셀영역과 연관된 사용자 섹터의 확장은 각각의 사용자 섹터에 할
당된 소정수의 트래픽 채널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한다. 즉, 최소요구의 기간동안 사용자 섹터
의 지리적 범위를 확대시킴으로써, 각각의 사용자 섹터내에 포함된 시스템 사용자의 수가 비교적 일정하
게 유지될 수 있다. 이는 주어진 지역내의 사용자 집중, 즉 주어진 지역내의 사용자 요구가 감소하는 경
우에 상기 주어진 지역내의 사용자 섹터에 초과 트래픽 채널 용량이 할당되는 것을 방지한다.

그러나,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 있어서, 특정 사용자 섹터에 할당된 트래픽 채널의 수는 요구<49>
조건의 변화에 응답하여 변화될 수 있다. 더욱이, 본 발명은 주어진 사용자 섹터의 지리적 크기와 주어진 
사용자 섹터와 연관된 트래픽 채널의 수를 변화시킴으로써 트래픽 채널 이용을 더 개선할 수 있다.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있어서, 각각의 사용자 섹터내의 채널사용에 관한 통계치는 채널 <50>
뱅크(31)중 연관된 채널뱅크에 의해 모니터링되며 제 1제어 버스(34)를 통해 제어기(27)에 전송된다. 제
어기(27)로부터의 제어정보는 제 1제어 버스(34) 및 제 2 제어버스(35)를 통해 채널 뱅크(31) 및 안테나 
시스템(29)에 의해 각각 수신되며, 트래픽 채널이 채널 뱅크(31)에 의해 제공된 사용 통계치를 기초로하
여 사용자 섹터에 할당되도록 한다. 즉, 안테나 시스템(29)에 의해 투사된 빔패턴은 선택된 트래픽 채널 
세트가 각각의 사용자 섹터에 제공되도록 조절된다. 바람직한 실시예에 있어서, 모니터링된 채널 사용은 
제어기(27)에 의해 오퍼레이터(도시안됨)에게 디스플레이되어, 셀을 적절하게 섹터화할 수 있도록 한다. 
자동화 모드에서, 제어기(27)는 채널 사용 통계치에 기초하여 채널 및/또는 섹터 크기를 할당하도록 프로
그래밍된다.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 있어서, 제어기(27)는 제 1제어 버스(34)를 통해 채널 뱅크(31)로부터 <51>
수신된 정보에 의해 채널 사용을 모니터링하도록 구성될 수 있다. 적절한 채널 사용정보는 각각의 사용자 
섹터의 크기를 적절히 조절하기 위해 오퍼레이터에게 다시 디스플레이될 수 있다. 선택적으로, 제어기
(27)는 모니터링된 채널사용을 기초로하여 채널뱅크(31)에 채널 셋업/할당 명령을 자동으로 제공하도록 
프로그래밍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오퍼레이터에  의해  제공될  제어정보에  대한  필요성을  제거할  수 
있다.

비록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서 각각의 사용자 섹터의 크기가 안테나 시스템(29)에 의해 투<52>
사된 빔패턴의 변화를 통해 조절될지라도, 다른 실시예에서는 채널 뱅크(31)에 의해 제공된 빔형성 신호
를 처리함으로써 섹터의 크기를 동일하게 변경시킬 수 있다. 이같은 실시예에 있어서, 채널뱅크(31)에 의
해 처리된 빔형성 신호는 안테나 시스템(29)에 제공되거나 또는 안테나 시스템(29)로부터 수신되기전에 
가중되고 결합된다. 이같은 방식에서, 다이나믹 섹터화는 상기와 같은 정보를 안테나 시스템(29)에 제공
하는 것보다 오히려, 채널 뱅크(31)에 접속된 신호처리장치(도시안됨)에 제어정보를 제공함으로서 달성될 
수 있다.

제 1D도에는 연관된 고정빔 안테나 엘리먼트 세트를 사용하여 다수의 고정 안테나 빔을 제공하는 <53>
기지국 안테나 시스템(29)을 구성하여 사용자 요구의 변화를 수용하는 한 방법이 도시되어 있다. 이같은 
구조에서, 각각의 기지국 안테나는 인접 커버리지 영역 세트중 하나에 고정폭의 빔을 투사한다. 그 다음
에, 다른 수의 커버리지 영역이 예상된 사용요건을 기초로하여 각각의 사용자 섹터에 할당된다. 이같은 
방식에 있어서, 사용자 집중의 변화는 주어진 섹터와 연관된 트래픽 채널을 운반하기 위해 사용된 고정 
안테나 빔의 수를 다이나믹하게 변화시킴으로써 조절될 수 있다.

이와같은 방법에 존재하는 곤란성은 주어된 사용자 섹터내에 포함된 커버리지 영역사이의 경계 <54>
근방에서 빔 패턴의 왜곡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발명의 배경에서 언급한 바와같이, 임의의 셀룰라 
통신 시스템에 있어서, 소정 위상의 긴 PN코드는 주어진 사용자 섹터의 트래픽 채널에 의해 운반되는 정
보신호를 변조하기 위해 사용된다. 만일 주어진 사용자 섹터의 긴 PN코드로 변조된 상기 정보신호가 고정
빔 안테나쌍에 의하여 인접한 커버리지 영역으로 투사된다면, 각각의 빔에 의해 운반된 동일한 PN 변조신
호사이에 임의의 위상차가 존재한다. 이같은 위상차는 기지국의 빔형성 네트워크로부터 각각의 고정빔 안
테나까지의 신호경로의 길이를 변화시킴으로서 발생하게 된다. 이들 PN 변조신호가 동위상으로 정렬되지 
않기 때문에, 빔 커버리지 영역의 경계에서 결과적인 코히어런트 간섭은 널(null) 및 다른 불규칙을 발생
시킴으로서 빔패턴을 왜곡하는 경향이 있다. 이와같은 패턴 왜곡에 의한 신호 페이딩은 인접하여 위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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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자 장치 수신기에 의해 수신된 PN 변조신호의 신호 대 잡음비를 감쇠시킨다.

II. 전송 안테나 어레이를 사용한 다이나믹 섹터화<55>

하기에 기술된 것처럼, 본 발명은 고정빔 안테나의 구조를 사용하여 각각의 사용자 섹터에 의해 <56>
둘러싸인 영역을 다이나믹하게 변화시키고 있다. 여기에 사용된 것처럼, 용어 "다이나믹 사용자 섹터화" 
는 연속적인 시스템 동작기간사이에 사용자 섹터 세트의 크기를 변화시키는 방법을 기술하기 위해 사용된
다. 본 발명에 따르면, 주어진 사용자 섹터내의 인접 커버리지 영역에 투사된 동일한 PN-변조신호의 각 
쌍사이에 지연이 도입된다. 바람직한 실시예에 있어서, 긴 PN 코드의 칩의 구간보다 약간 긴 구간을 가진 
지연은 각각의 사용자 섹터내의 인접 커버리지 영역에 투사된 신호를 역상관(decorrelate)하기 위해 사용
된다. 따라서, 커버리지 영역 경계에 위치한 가입자 장치는 인접 커버리지 영역에 제공된 역상관된 PN-변
조신호 사이를 식별한다음 상기 역상관된 PN-변조신호를 분리하여 수신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분리 수신
된 신호는 종래 다이버시티 수신기술을 사용하여 수신기내에서 시정렬되며, 긴 PN코드와 동일한 PN코드를 
사용하여 역확산된다.

제 1A도의 시스템에 본 발명의 기술을 적용하면, 적어도 제 1 주거 사용자 섹터의 커버리지 영역<57>
(C1; C6)에 투사된 신호사이와 시골 사용자 섹터의 커버리지 영역(C2; C3)에 제공된 신호쌍 사이에 지연
이 도입된다. 비록 바람직한 실시예에서 다른 사용자 섹터내의 인접 커버리지 영역에 투사된 신호쌍사이
(예를들어, 커버리지 영역 C3/C4에 제공된 신호쌍 사이)에 지연이 도입될지라도, 이러한 신호쌍은 각각의 
사용자 섹터와 연관된 다른 긴 PN 코드위상의 결과로서 개별적으로 역상관된다고 가정된다.

제 2도에는 본 발명에 따라 다이나믹 사용자 섹터화를 제공하기 위해 구성된 기지국 송신기 네트<58>
워크(40)의 블록도가 도시되어 있다. 네트워크(40)는 제 1(＃1), 제 2(＃2) 및 제 3(＃3) 사용자 섹터와 
연관된 트래픽 채널을 통해 전송될 기저대역 정보신호를 처리하기 위한 제 1, 제 2 및 제 3 스펙트럼 확
산 송신기(42, 44, 46)를 포함한다. 긴 PN 코드 발생기(50)는 각각의 사용자 섹터에 전송되는 정보신호를 
변조할 때 사용자에 의해 사용된 긴 PN코드를 송신기(42, 44, 46)에 제공한다. 송신기(42, 44, 46)에 제
공된 긴 PN 코드의 상대위상은 위상 지연소자(52, 54)에 의해 소정 마아진 만큼 오프셋된다. 바람직한 실
시예에 있어서, 위상 지연소자(52, 54)는 768 PN칩 구간과 대략 동일한 지연을 제공한다. 송신기(42, 44, 
46)내에서는 PN변조정보신호가 정현파의 직교쌍을 이중위상 변조하기 위해 사용된다. 그 다음에, 변조된 
정현파은 합산되고, 대역통과 필터링되어 RF 반송 주파수로 시프트되며, 증폭기(58, 60, 62)로 전송된다. 
증폭기(58, 60, 62)에 의해 발생된 증폭기 신호는 RF 캐리어를 통해 사용자 섹터(＃1, ＃2, ＃3)에 제공
될 PN변조정보신호를 각각 포함한다. 각각의 증폭기(58, 60, 62)의 출력은 6방향 스플리터 네트워크(66, 
68, 70)에 각각 접속된다. 제 2도에 도시된 것처럼, 스플리터 네트워크(66, 68, 70)는 스위치 매트릭스
(74)에 접속된다.

제 3도를 참조로하여 더 상세히 기술된 것처럼, 스위치 매트릭스(74)는 각각의 사용자 섹터와 연<59>
관된 정보신호와 6개 안테나 드라이버(75-80) 세트 사이의 스위칭 가능한 접속을 제공한다. 즉, 스위치 
매트릭스(74)는 임의의 사용자 섹터로 부터의 정보신호가 커버리지 영역(C1-C6)중 일부내에 있는 사용자
에게 루팅되도록 한다. 안테나 드라이버(75-80)는 6개 기지국 안테나(85-90)의 세트와 연관되며, 각각의 
안테나(85-90)는 커버리지 영역(C1-C6)(제 1A도)중 하나에 빔을 투사한다. 각각의 안테나 드라이버(75-
80)는 입력 합산 노드(92)를 더 포함한다. 합산노드(92)는 3개 입력신호 라인의 세트를 통해 스위치 매트
릭스(74)에 각각 접속되며, 각각의 신호 라인은 어느한 사용자 섹터(＃1, ＃2 또는 ＃3)에 대응하는 PN변
조 정보신호를 운반한다.

전술한  것처럼,  지연은  인접  커버리지  영역의  임의의  쌍에  투사된  신호  사이에  도입된다. <60>
따라서, 안테나 드라이버(75-80)는 긴 PN코드 발생기(50)에 의해 제공된 PN 코드의 칩 구간보다 약간 긴 
지연을 제공할 수 있는 지연소자(95a-95f)를 포함한다. 바람직한 실시예에 있어서, 지연소자(95a-95f)중 
하나씩 거른 지연소자(예를들어, 지연소자(95b, 95d, 95f))는 단일 PN 칩구간보다 약간 긴 지연을 제공하
도록 설계되는 반면에, 나머지 지연소자(예를들어, 지연소자(95a, 95c, 95e)는 생략된다(제로 지연). 지
연소자(95a-95f)는 하나 이상의 음향 표면파(SAW) 필터를 사용하여 구현될 수 있다. 대안적으로, 소정 길
이를 가진 코일형 광섬유가 적정 지연을 발생시키기 위하여 사용될 수 있다. 각각의 안테나 드라이버(75-
80)는 또한 출력신호를 안테나(85-90)중 하나에 제공하는 전력증폭기(96)를 포함한다.

제 3도에는 각각의 안테나 드라이버(75-80)에 6-방향 스플리터(66)를 스위칭 가능하게 접속하는 <61>
스위치 매트릭스(74)의  부분에 대한 개략도가 도시되어 있다.  특히,  디지털적으로 제어된 감쇠기(97a-
97f)는 스플리터(66) 및 안테나 드리아버(75-80)의 출력사이에 삽입된다. 만일 제 1사용자 섹터가 커버리
지 영역(C2-C4)을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 감쇠기(97a, 97e, 97f)는 최대 감쇠를 세팅되는 반면에, 
감쇠기(97b-97d)는 턴오프된다(즉, 제로감쇠를 제공하도록 세팅된다). 바람직한 실시예에 있어서, 스위치 
매트릭스(74)는 스플리터(68,  70)를 안테나 드라이버(75-80)에 스위칭가능하게 접속하기 위하여 감쇠기
(97a-97f)와 실질적으로 6개 디지털 감쇠기(도시안됨)의 두개의 다른 세트를 포함한다.

감쇠기(97a-97f)는  바람직하게  대략  30dB의  다이나믹  범위를  가지며  1dB증분으로  조절될  수 <62>
있다. 이같은 방식에 있어서, 특정 커버리지 영역에 투사된 빔은 점차적으로 소멸될 수 있으며, 섹터구조
사이의 변이동안 다시 한번 점차적으로 설정된다. 예를들어, 만일 커버리지 영역(C2-C4)보다 오히려 커버
리지 영역(C3-C4)만을 포함하도록 제 1사용자 섹터의 범위를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 감쇠기(97b)는 
제로에서 최대 감쇠로 증가 조절된다. 제 2사용자 섹터의 범위를 동시에 증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 제 
2안테나 드라이버(76) 및 스플리터(68) 섹터사이에 접속된 감쇠기(도시안됨)는 최대에서 제로 감쇠로 동
시에 변화되도록 세팅된다. 디지털 감쇠기(97a-97f)는 예를들어 Anzac Corp.,Part NO. AT-210에서 제공된 
형태이다.

비록 제 3도의 실시예에서 임의의 사용자 섹터가 커버리지 영역(C1-C6)중 일부를 포함하도록 스<63>
위치 매트릭스(74)가 구성될지라도, 다른 실시예에서 매트릭스(74)는 잠재적인 범위를 3 또는 4개의 커버
리지 영역으로 제한함으로서 단순화될 수있다는 것을 이해하라.

제 1도 및 제 2도를 참조하면, 각각의 안테나(85-90)는 6개의 커버리지 영역(C1-C6)중 하나에 60<64>
도 빔을 투사하도록 설계된다. 그러나, 9개의 안테나를 이용하여 섹터화를 증가시킬 수 있으며, 각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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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테나는 40도 빔을 투사하도록 설계된다. 더욱이, 수평 및 수직 편파빔 모두를 제공할 수 있는 이중모드 
안테나는 각각의 커버리지 영역내의 많은 사용자의 2배까지 수용하기 위하여 사용될 수있다. 제 4도를 참
조로하여 이하에 기술된 것처럼, 개별 안테나 드라이버는 각각의 수평 및 수직 편파 빔에 의해 투사된 신
호를 발생시키기 위해 사용된다.

제 4도에는 수평 및 수직 편파 안테나 빔 모두를 사용하여 사용자 섹터화를 증가시키는 기지국 <65>
송신기 네트워크(100)의 블록도가 도시되어 있다. 네트워크(100)는 3개 사용자 섹터의 대응 세트와 연관
된 트래픽 채널의 제 1(＃1a-b), 제 2(＃2a-b) 및 제 3(＃3a-b) 쌍 세트를 통해 전송될 기저대역 정보신
호를 처리하기 위해, 스펙트럼 확산 송신기의 제 1, 제 2 및 제 3쌍(102a-102b, 104a-104b, 106a-106b)를 
포함한다. 이하에 기술된 것처럼, 트래픽 채널(＃1b, ＃2b, ＃3b)의 세트는 수평 편파 빔을 사용하여 각
각의 커버리지 영역에 선택적으로 투사될 수 있는 반면에, 트래픽 채널(＃1b, ＃2b , ＃3b)은 수직 편파
빔을 사용하여 선택적으로 투사될 수 있다. 긴 PN 코드 발생기(도시 안됨)는 각각의 사용자 섹터에 전송
되는 정보신호를 변조할 때 송신기(102a-102b, 104a-104b, 106a-106b)에 의해 사용되는 긴 PN코드를 제공
한다. 다시, 송신기(102a-102b, 104a-104b, 106a-106b)에 제공된 긴 PN 코드의 상대위상은 소정수의 PN칩
과 동일한 위상 마아진 만큼 오프셋된다.

송신기(102a-102b, 104a-104b, 106a-106b)내에서는 PN변조 정보신호가 정현파의 직교쌍을 이중위<66>
상 변조하기 위해 사용된다. 그 다음에, 변조된 정현파는 합산되고 대역통과 필터링된다음, RF 캐리어 주
파수로 시프트되어 증폭된다. 각각의 송신기(102a-102b, 104a-104b, 106a-106b)의 출력은 6-방향 스플리
터 네트워크(112a-112b, 114a-114b, 116a-116b)에 각각 접속된다. 제 4도에 도시된 것처럼, 스플리터 네
트워크(112a-112b, 114a-114b, 116a-116b)는 스위치 매트릭스(120)에 접속된다.

스위치 매트릭스(120)는 각각의 사용자 섹터의 쌍으로된 트래픽 채널(예를들어 ＃1a, ＃1b) 세트<67>
를 통해 전송된 정보신호 및 6개의 안테나 드라이버(125a-125b 내지 130a-130b)의 세트사이의 스위칭가능
한 접속을 제공한다. 각각의 안테나 드라이버(125a-130a)의 출력을 안테나(135-140)로 전송하면 커버리지 
영역(C1-C6)에 수평 편파 빔을 투사할 수 있으며, 각각의 안테나 드라이버(125b-130b)의 출력을 안테나
(135-140)로 전송하면 커버리지 영역(C1-C6)에 수직편파 빔을 투사할 수 있다. 제 4도에 도시된 것처럼, 
스위칭  매트릭스(120)는  각각의  사용자  섹터와  연관된  사용자의 두  세트가  각각의  커버리지 영역(C1-
C6)내에 서비스될 수 있도록 구성된다.

제 4도에는 각각의 안테나 드라이버(125a-125b 내지 130a-130b)에 6-방향 스플리터(112a-112b)를 <68>
스위칭가능하게 접속하는 스위치 매트릭스(120)의 부분이 도시되어 있다. 특히, 디지털 제어 안테나(142, 
144)는 6-방향 스플리터(112a-112b)의 출력 및 각각의 안테나 드라이버(125a-125b 내지 130a-130b)사이에 
삽입된다.  바람직한 실시예에 있어서,  스위치 매트릭스(120)는  안테나 드라이버(125a-125b  내지 130a-
130b)에 스플리터(114a-114b, 116a-116b)를 스위칭가능하게 접속하기 위해 12개의 디지털 감쇠기(도시안
됨)의 두 개의 다른 세트를 포함한다.

안테나 드라이버의 각 쌍(예를들어, 드라이버(125a-125b))은 6개의 기지국 안테나(135-140)중 하<69>
나에 접속되며, 각각의 안테나(135-140)는 커버리지 영역(C1-C6)(제 1A도)중 하나에 수평편파 및 수직 편
파빔을 투사한다. 전술한 바와같이, 인접 커버리지 영역의 임의의 쌍에 투사된 신호사이에 지연이 도입된
다. 따라서, 안테나 드라이버의 다른 쌍(예를들어, 드라이버(105a-105b, 107a-107b))은 단일 PN 칩 구간
보다 약간 긴 지연을 제공하도록 배치된다. 다른 점에서, 안테나 드라이버(105a-105b 내지 110a-110b는 
안테나 드라이버(75-80)와 유사하다.

제 5A도 및 제 5B도는 안테나(135-140)를 구현할 수 있는 이중 모드 공진 패치 안테나의 평면 및 <70>
측면도가 도시되어 있다. 제 5A도에 도시된 패치소자(160)는 각각의 크기에서 1/2 캐리어 파장길이이며 
포스트(163)에 의해 접지면(162)(제 5B도)위에 현수된다. 패치소자(160)는 분리간격(S)만큼 접지면(162)
로부터 분리된다. 바람직한 실시예에 있어서, 간격(S)은 충분한 대역폭이 송신 및 수신 주파수 대역 모두
에 걸치도록 선택된다. 수직편파 모드는 최대 전압이 패치소자(160)의 상부 및 하부 에지(170, 172)에 근
접하여 발생하도록 그리고, 전압 널(null)이 중간에서 발생하도록 패치소자(160)를 공진시킴으로서 만들
어진다. 유사하게, 수평편파 모드는 최대전압이 패치소자(160)의 좌측 및 우측 에지(176, 178)에서 발생
하도록 패치(160)를 공진시킴으로서 만들어진다. 바람직한 실시예에 있어서, 수직편파 모드는 패치소자
(160)의 상부(170) 및 하부(172) 에지의 중심에 공급된 전압 프로브를 통해 여기된다. 유사한 방식으로, 
수평모드는 우측 및 좌측 에지(176, 178)에 접속된 전압 프로브를 사용하여 유도된다.

III. 수신 네트워크내의 다이나믹 섹터화<71>

제 6도에는 본 발명에 따라 다이나믹 사용자 섹터화를 제공하기 위해 구성된 기지국 수신기 네트<72>
워크(200)의 블록도가 도시되어 있다. 네트워크(200)는 역상관 지연이 인접 커버리지 영역으로부터 수신
된 신호들사이에 도입된다는 점에서 송신기 네트워크(40)(제  2도)와  상호보완적이다.  수신기 네트워크
(200) 및 송신기 네트워크(40)는 듀플렉서(도시안됨)를 통해 안테나(85-90)에 동시에 접속될 수 있다.

안테나(85-90)를 통해 커버리지 영역(C1-C6)로부터 수신된 신호는 수신 증폭기(210-215)에 각각 <73>
제공된다. 수신 증폭기(210-215)는 수신된 RF 캐리어의 주파수에 대해 중심을 둔 통과대역을 가진 저잡음 
증폭기(LNA)(220)를 각각 포함한다. 증폭기(210-215)는 사용자 섹터사이를 식별하기 위해 사용된 긴 PN 
코드의 칩구간보다 약간 긴 지연을 제공할 수 있는 지연소자(225a-225f)를 더 포함한다. 바람직한 실시예
에 있어서, 지연소자(225a-225f)중 하나씩 거른 소자(예를들어, 소자 225b, 225d, 225f)는 단일 PN칩 구
간보다 약간 긴 지연을 제공하도록 설계되며, 나머지 지연소자는 생략된다(제로 지연). 지연소자(225a-
225f)는 하나 이상의 음향 표면파(SWA)필터를 사용하여 실현될 수 있다. 선택적으로, 소정 길이의 코일형 
광섬유가 적정 지연을 형성하기 위하여 사용될 수 있다.

각각의 지연소자(225a-225f)의 출력은 스위치 매트릭스(232)에 접속된 3-방향 스플리터(230)에 <74>
제공된다. 스위치 매트릭스(232)는 스위치 매트릭스(74)와 유사하며, 3-방향 스플리터(230)의 각각의 출
력과 3개의 6-방향 합산 네트워크(240-242)중 한 네트워크로의 입력사이의 스위칭가능 접속을 제공한다. 
합산 네트워크(240-242)는 증폭기(254-256)를 통해 3개의 다이버시티 수신기(250-252)의 대응 세트에 접
속되며, 각각의 다이버시티 수신기는 제 10도를 참조로 이하에 기술된 방법으로 실행될 수 있다. 각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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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버시티 수신기(250-252)는 수신된 신호를 합성 I 및 Q성분으로 주파수 다운컨버팅한 다음에 디지털화
한다. 그 다음에, 합성 I 및 Q 성분은 복조되고, 결합되며, 디인터리빙되어 디코딩된다.

각각의 I 및 Q 성분은 주어진 사용자 섹터의 인접 커버리지 영역(C1-C6)과 연관된 안테나(85-<75>
90)의 두개 이상에 의해 수신된, 주어진 가입자 장치로부터의 데이터 신호로 구성될 수 있다. 제어기와 
공동하여 탐색자 수신기에 의해 선택된, 각각의 커버리지와 연관된 수신신호는 "핑거"(도시안됨)로서 언
급된 다중 데이터 수신기 또는 복조기중 다른 하나에 의해 각각 처리된다. 합성 I 및 Q성분으로부터, 각
각의 핑거는 각각의 커버리지 영역과 연관된 파일럿 및 데이터 신호의 I 및 Q성분(RI, RQ)을 역확산하여 
추출한다. 긴 PN 코드 발생기(260)는 각각의 사용자 섹터로부터 수신된 정보 신호를 복조할 때 수신기
(250-252)에 의해 사용된 긴 PN코드를 제공한다. 수신기(251-252)에 제공된 긴 PN 코드의 상대위상은 위
상 지연소자(270, 272)에 의해 소정 마아진 만큼 오프셋된다. 바람직한 실시예에 있어서, 위상 지연소자
(52, 54)는 768 PN칩의 구간과 대략 동일한 지연을 제공한다.

IV. CDMA 시스템내의 다이나믹 섹터화<76>

제 7도에는 스펙트럼 확산 송신기(42, 44, 46)(제 2도)를 구현하기에 적합한 스펙트럼 확산 송신<77>
기의 블록도가 도시되어 있다. 제 7도의 스펙트럼 확산 송신기는 1992년에 특허허여되고, "CDMA 셀룰라 
전화시스템에서 신호파형을 발생하기 위한 시스템 및 방법"으로 명명되며, 본 발명의 양수인에게 양도되
었으며, 여기에 참조에 의해 통합된 미합중국 특허 제 5,103,459호에 개시되어 있다. 제 7도의 송신기에
서, 보코더에 의해 데이터로 변환된 음성으로 이루어진 데이터 비트(300)는 비트가 입력 데이터율에 따라 
코드 심볼 반복으로 컨벌루션적으로 인코딩되는 인코더(302)에 공급된다. 데이터 비트율이 인코더(302)의 
처리율보다 작을 때, 코드심볼 반복은 인코더(302)가 인코더(302)의 동작율을 매칭시키는 비트율에서 반
복 데이터 스트림을 만들기 위해 입력 데이터 비트(300)를 반복하는 것을 나타낸다. 그 다음에, 인코딩된 
데이터는 인터리버(304)에 제공되며, 인터리버(304)에서는 인코딩된 데이터가 컨벌루션적으로 인터리빙된
다. 인터리빙된 심볼 데이터는 인터리버(304)로부터 19.2ksps의 데이터율로 XOR(306)의 입력으로 출력된
다.

제 7도의 시스템에서는 인터리빙된 데이터 심볼이 채널을 통한 전송시에 보안을 제공하기 위해 <78>
스크램블링된다. 음성 채널신호의 스크램블링은 의도된 수신 가입자 장치에 고유한 PN코드를 사용하여 상
기 인터리빙된 데이터를 유사잡음(PN) 코딩함으로써 수행될 수 있다. 이들 스크램블링 코드는 본 발명의 
배경에서 기술된 "내부" PN코드를 포함한다. 이같은 PN 스크램블링은 적정 PN 시퀀스 또는 암호화 방식을 
사용하여 PN발생기(308)에 의해 제공될 수 있다. PN발생기(308)는 1.2288MHz의 소정율로 고유 PN코드를 
발생시키는 긴 PN 발생기를 포함할 것이다. 그 다음에, 이 PN 코드는 데시메이터(도시안됨)를 통해 전송
되며, 결과적인 9.2MHz 스크램블링 스퀀스는 거기에 제공된 가입자 장치 식별정보에 따라 XOR(306)의 다
른 입력에 제공된다. 그 다음에, XOR(306)의 출력은 XOR(310)중 한입력에 제공된다.

제 7도를 다시 참조하면, XOR 게이트(310)의 다른 입력은 월시 코드 발생기(312)에 접속된다. 월<79>
시 발생기(312)는 정보가 전송되는 데이터 채널에 할당된 월시 시퀀스에 대응하는 신호를 발생시킨다. 발
생기(312)에 의해 제공된 월시코드는 길이가 64인 64 월시코드 세트로부터 선택된다. 64 직교코드는 64×
64 하다마르 매트릭스의 월시코드들에 해당하며, 월시코드는 매트릭스의 단일 열 또는 행에 해당한다. 스
크램블링된 심볼 데이터 및 월시코드는 XOR 게이트(310)에 의해 XOR 결합되며, 이의 결과값은 XOR 게이트
(314, 316) 둘다에 입력으로서 제공된다.

XOR 게이트(314)는 PNI 신호를 수신하며, XOR 게이트(316)의 다른 입력은 PNQ 신호를 수신한다. <80>
CDMA 응용에 있어서, 긴 PN 코드 발생기(50)(제 2도)는 스펙트럼 확산 송신기(42, 44, 46)에 PNI 및 PNQ 

시퀀스를 제공한다. PNI 및 PNQ 신호는 CDMA 시스템에 의해 커버되는 특정 사용자 섹터에 대응하는 유사잡

음(PN) 신호이며, 동위상(I) 및 직교위상(Q) 통신채널과 각각 관련된다. PNI 및 PNQ 신호는 전송전에 사용

자 데이터를 추가로 확산시키기 위하여 XOR 게이트(310)의 출력과 함께 각각 XOR 결합된다. 결과적인 I-
채널 코드 확산 시퀀스(322) 및 Q-채널 코드 확산 시퀀스(326)는 정현파의 직교쌍을 이중위상 변조하기 
위해 사용된다. 정현파의 각 직교 쌍은 송신기(42, 44, 46)내에서 합산되고, RF 주파수로 시프트되며, 증
폭기(58, 60, 62) 중 하나에 제공된다.

바람직한 실시예에 있어서, 데이터 변조를 포함하지 않는 파일럿 채널은 I-채널 및 Q-채널 확산 <81>
시퀀스(SI, SQ)와 함께 전송된다. 파일럿 채널은 신호 동기포착(acquisition) 및 트래킹 목적을 위해 사용

된 비변조 스펙트럼 확산 신호로 특징지워질 수 있다. 인접 셀에서 다수의 기지국 송신기를 통합하는 시
스템에서는 각각의 송신기에 의해 제공된 통신채널 세트가 고유 파일럿 신호에 의해 식별될 것이다. 그러
나, PN 발생기의 개별 세트를 사용하여 파일럿 신호를 발생시키는 것보다 오히려, 파일럿 신호 세트를 발
생시키는 더 효율적인 방법은 동일한 기본 시퀀스를 시프트시키는 것이다. 상기 기술을 사용하면, 의도된 
수신기 장치는 전체 파일럿 시퀀스를 순차적으로 탐색하여 가장 강한 상관을 발생시키는 오프셋 또는 시
프트에 동조된다.

따라서, 파일럿 시퀀스는 기본적인 시퀀스의 시프트에 의하여 많은 다른 시퀀스가 발생되어 시스<82>
템에서 다수의 파일럿 신호를 지원할 수 있도록 충분히 길다. 더욱이, 분리 또는 시프트는 파일럿 신호에 

간섭이 존재하지 않도록 충분히 커야 한다. 그러므로, 전형적인 실시예에서 파일럿 시퀀스 길이는 2
15
로 

선택되며, 이와같은 파일럿 시퀀스의 길이는 64칩의 기본 시퀀스만큼 오프셋된 512개 개별 파일럿 신호를 
야기한다.

제 8도를 참조하면, 파일럿 발생 네트워크(330)는 모두 제로로 이루어진 월시 "제로" WO 시퀀스<83>
를 XOR(exclusive-OR) 결합기(344, 346)에 제공하는 월시 발생기(340)를 포함한다. 월시 시퀀스(WO)는 XOR 

결합기(344, 346)를 사용하여 PNI 및 PNQ 시퀀스에 각각 곱해진다. 시퀀스(WO)가 제로만을 포함하기 때문

에, 결과적인 시퀀스의 정보내용은 PNI 및 PNQ 시퀀스만을 따른다. XOR 결합기(344, 346)에 의해 발생된 

시퀀스는 유한 임펄스 응답 필터(FIR)(350, 352)에 입력된다. I채널 및 Q채널 파일럿 시퀀스 PNI 및 PNQ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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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 대응하는 FIR 필터(350, 352)로부터의 필터링된 시퀀스 출력은 RF 송신기(382)에 공급된다.

제 9도에는 RF 송신기(382)의 전형적인 실시예가 도시되어 있다. 송신기(382)는 PNI 확산 데이터 <84>
신호(SIi(i=1 내지 N))를 I채널 파일럿 PI와 합산하는 I채널 합산기(370)를 포함한다. 유사하게, Q채널 합

산기(372)는 PNQ 확산 데이터 신호(SQi(i=1 내지 N))를 Q-채널 파일럿PI과 결합한다. 디지털 아날로그(D/A) 

변환기(374,376)는 I채널 및 Q채널 합산기(370, 372)로부터의 디지털 정보를 아날로그형태로 변환하기 위
해 제공된다. D/A 컨버터(374, 376)에 의해 발생된 아날로그 파형은 로컬 발진기(LO) 캐리어 주파수 신호 
Cos (2πft) 및 Sin(2πft)와 함께 혼합기(388, 390)에 제공되며, 여기서 상기 아날로그 파형은 혼합기
(388, 390)에서 혼합되어 합산기(392)에 제공된다. 직교위상 캐리어 신호 Sin (2πft) 및 Cos(2πft)는 
적절한 주파수원(도시안됨)으로부터 제공된다. 이들 혼합된 IF신호는 합산기(392)에서 합산되어 혼합기
(394)에 제공된다.

혼합기(394)는 RF 주파수 대역으로의 주파수 상향변환(upconversion)을 제공하기 위해 주파수 합<85>
성기(396)로부터의 RF 주파수신호와 합산신호를 혼합한다. RF 신호는 동위상(I) 및 직교위상(Q) 성분을 
포함하며, 대역통과 필터(398)에 의해 대역통과 필터링되어 RF 증폭기(58, 60, 62)(제 2도)중 하나로 출
력된다. RF 송신기(382)의 다른 실시예는 여기에 기술되어 않으나 당업자에게 공지된 다양한 신호 합산, 
혼합 및 필터링 및 증폭기술을 사용할 수 있다.

제  10도에는  가입자  장치(12)(제  1A도)중  하나와  연관되고  기지국(40)(제  2도)의 안테나(85-<86>
90)중 하나 이상에 의해 전송된 RF 신호를 수신하도록 배치된 전형적인 다이버시티 수신기의 블록도가 도
시되어 있다. 제 10도에서, 기지국(40)에 의해 전송된 RF 신호는 안테나(410)에 의해 수신되며, 아날로그 
수신기(412) 및 디지털 수신기(414)로 구성된 다이버시티 RAKE 수신기에 제공된다. 안테나(410)에 의해 
수신되어 아날로그 수신기(412)에 제공된 신호는 개별 또는 다중 가입자 수신기에 의도된 동일한 파일럿 
및 데이터 신호의 다중경로 전파로 이루어질 수 있다. QPSK 모뎀으로써 구성된 아날로그 수신기(412)는 
수신된 신호를 합성 I 및 Q 성분으로 주파수 하향변환(downconvert)하여 디지털화한다. 합성 I 및 Q 성분
은 복조하기 위해 디지털 수신기(414)에 제공된다. 그 다음에, 복조된 데이터는 결합, 디인터리빙 및 디
코딩을 위해 디지털 회로소자(416)에 제공된다.

아날로그 수신기(412)로부터 출력된 각각의 I 및 Q성분은 주어진 사용자 섹터의 인접 커버리지 <87>
영역(C1-C6)과 연관된 안테나(85-90)의 두개 이상에 의해 전송된 대응 데이터 신호로 구성될 수 있다. 전
술한 것처럼, 위상 오프셋은 특정 사용자 섹터내의 인접 커버리지 영역에 제공된 데이터 신호들사이에 도
입된다. 디지털 수신기(414)에서, 제어기(418)와 공동으로 탐색기 수신기(415)에 의해 선택되고 각각의 
커버리지 영역과 연관된 수신신호는 "핑거"로 언급된 다중 데이터 수신기 또는 복조기(420a-420c)중 다른 
하나에 의해 각각 처리된다. 비록 단지 3개의 데이터 복조 핑거(복조기(420a-420c))만이 제 10도에 기술
될지라도, 3개 이상 및 이하의 핑거가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합성 I 및 Q 성분으로부터, 
각각의 핑거는 각각의 커버리지 영역과 연관된 파일럿 및 데이터 신호의 I 및 Q 성분(RI, RQ)를 역확산함
으로서 추출된다.

전형적인 실시예에 있어서, 각각의 가입자 장치(12)에는 길이가 64인 64 직교 월시 코드(Wi) 세<88>
트중 한 월시코드가 할당된다. 이는 파일럿 채널(63), 63개의 I채널 및 63개의 Q채널을 포함하는 채널 세
트가 확산 시퀀스 PNI 및 PNQ의 주어진 쌍을 사용하여 전송되도록 한다. 가입자 장치가 동일한 사용자 섹

터에 할당된 인접 커버리지 영역의 경계 근방에 위치할 때, 각각의 커버리지 영역에 전송된 데이터의 추
정치는 시정렬되고 함께 더해져서, 신호대 잡음비를 개선시킨다.

V. 동위상 빔 패턴을 사용하는 다이나믹 섹터화<89>

전술한 바와같이, 각각의 영역에 전송된 신호를 역상관하기 위하여 인접 안테나 커버리지 영역에 <90>
투사된 빔사이에 지연이 도입된다. 이와같은 방법은 인접 커버리지 영역에 제공된 빔사이의 해로운 간섭
을 제거하도록 설계되며, 이에 따라 널의 형성 및 다른 빔 패턴 왜곡을 막는다. 따라서, 커버리지 영역 
경계 근처에 위치한 가입자 장치와 연관된 다이버시티 수신기는 역상관된 신호를 개별적으로 수신할 수 
있으며 또한 개별적으로 수신된 신호를 결합할 수 있다.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 있어서, 셀룰라 기지국은 정밀한 위상 정렬로 투사되는 고정 빔 세트를 <91>
제공함으로서 다이나믹한 사용자 섹터화를 달성한다. 제 11A도에는 커버리지 영역(C1-C6)(제 1A도)중 하
나와 연관된 제 1 기지국 안테나에 의해 투사될 것으로 가정된 40도의 방위각 패턴이 도시되어 있다. 만
일 인접 커버리지 영역에 제 2 40도의 고정빔을 제공하도록 배치된 제 2기지국 안테나가 제 1기지국 안테
나와 동위상으로 구동된다면, 제 11B도에 도시된 패턴이 발생된다. 따라서, 사용자 섹터의 폭이 여기된 
빔의 수에 비례하여 증가될 수 있다. 빔이 동위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빔은 커버리지 영역 경계 근처에
서 구조적으로 간섭하며, 이에 따라 가입자 장치 수신기보다 오히려 기지국내에서 효율적으로 코히어런트 
결합된다.

제 12도에는 동위상 빔 세트를 각각의 사용자 섹터에 투사함으로서 다이나믹 사용자 섹터화를 제<92>
공하는 기지국 송신기 네트워크(440)의 블록도가 도시되어 있다. 네트워크(440)는 제 2도의 네트워크와 
유사한 것처럼 보이며, 여기서 동일부호는 유사한 시스템 구성요소를 식별할 때 사용된다. 위상 지연소자
(95a-95f)를 포함하는 것보다 오히려, 안테나 드라이버(75-80)는 안테나(85-90)가 동위상으로 구동되도록 
조절된 위상 등화기(444a-444f)를 포함한다. 등화기(444a-444f)는 각각의 드라이버(75-80)에 동일한 테스
트 신호를 공급함으로서 기지국 설치동안 조절될 수 있다.

특히, 교정 과정동안, 동일한 진폭 및 위상을 가진 테스트 신호 세트는 안테나 드라이버(75-<93>
80)에 제공된다. 그 다음에, 안테나(85-90)와 각각 연관된 안테나 케이블(445a-445f)의 인접 쌍의 출력은 
전력 결합기의 이중 입력 포트에 접속된다. 안테나 케이블중 하나에 접속된 안테나 드라이버내의 위상 등
화기는 전력 결합기의 출력이 최대로 될 때까지 조절된다. 이 과정은 안테나 드라이버의 각 인접쌍, 즉 
드라이버(75, 76), 드라이버(76, 77)등에 대하여 반복된다.

수신 네트워크(200)(제 6도)을 교정하기 위하여 유사한 과정이 사용된다. 특히, 동일한 진폭 및 <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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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상을 가진 테스트 신호 세트는 안테나(85-90)에 접속된 안테나 케이블(224a-224f)의 포트에 주사된다. 
그 다음에, 6개의 입력 포트 및 단일 출력 포트를 가진 전력 결합기는 수신 증폭기(210-215)의 인접쌍의 
스플리터(230)에 접속된다. 전력 결합기에 접속된 수신 증폭기중 한 증폭기내의 위상 등화기(도시안됨)는 
결합기로부터의 출력전력이 최대로 될 때까지 조절된다. 그 다음에, 이 과정은 수신 증폭기(210-215)의 
각 인접쌍에 대하여 반복된다.

제 13도는 동위상 빔 세트를 투사함으로서 다이나믹 사용자 섹터화를 제공하는 다른 기지국 구조<95>
(450)를 도시한다. 제 13도에 도시된 것처럼, 위상정렬은 스위치 매트릭스 및 안테나 드라이버를 안테나
(85-90) 근처에 배치함으로서 인접 빔사이에서 유지된다. 즉, 제 13도의 구조에서, 스위치 매트릭스(74) 
및 안테나 드라이버(85-90)는 기지국 안테나 타워(458)내의 전송 케이블(452-454)에 앞서는 것보다 오히
려 뒤를 따른다. 안테나(85-90)에 드라이버(75-80)의 직접 접속은 케이블 길이 변화에 의한 위상 차이를 
방지하며, 이는 인접 커버리지 영역에 전송된 빔사이에 도입된다.

VI. 안테나 서브시스템<96>

본 발명의 역상관 위상 및 제어 위상 실시예(예를들어, 제 2도 및 제 12도 참조)에서, 주어진 사<97>
용자 섹터의 크기는 하나 이상의 빔의 결합을 사용하여 섹터에 정보신호를 제공함으로써 변화된다. 이러
한 각각의 빔은 다수의 종래 기술중 임의의 하나를 사용하여 생성될 수 있다. 예를들어, 개별 고정빔 안
테나 세트는 소정각을 가진 빔 세트를 투사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다. 이러한 방법에서, 안테나는 각각의 
빔이 소정의 커버리지 영역을 포함하도록 장착 및 정렬된다. 전형적인 실시예에서, 6개 안테나의 세트는 
6개 커버리지 영역(제 1A에 도시됨)의 각각에 60도 빔을 제공하도록 사용된다.

대안적으로, 위상 어레이 안테나는 하나 이상의 빔을 동시에 형성하기 위하여 사용될 수있다. 예<98>
를들어, 제 14도는 제 1, 제 2 및 제 3 위상 어레이 안테나 패널(480, 482, 484)에 대한 삼각 구조를 도
시하며, 이들 패널은 9개 안테나 빔의 세트를 커버리지 영역(C1-C9)에 제공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동작한
다. 특히, 안테나 패널(480)은 3개의 40도 고정빔을 커버리지 영역(C1-C3)에 투사하며, 안테나 패널(482, 
484)은 40도 고정빔을 커버리지 영역(C4-C6, C7-C9)에 각각 투사한다.

제 15도에 도시된 바와같이, 각각의 안테나 패널은 4×4 패치소자 어레이를 포함하며, 각각의 열<99>
내의 패치소자는 각각 도면부호(486-489)로 표시된다. 850MHz의 RF 캐리어 주파수를 가정하면, 각각의 패

치 소자는 면적이 4 in
2
이고 유전체 적하 패치 재료로 이루어진 정사각형 단면으로 제조될 수 있다. 이는 

각각의 정사각형 안테나 패널(482-484)이 대략 4 sq.ft의 면적을 가지도록 한다.

제 16도에는 단일 안테나면으로부터 3개의 빔을 제공하기 위해 배치된 위상 어레이 안테나 및 빔<100>
형성 네트워크(490)가 도시되어 있다. 스위치 매트릭스(도시안됨)는 입력신호 라인(494a-494c)를 통해 사
용자 섹터(＃1,  ＃2,  ＃3)에  대응하는 정보신호를 제공한다.  빔 형성 네트워크(490)는 신호라인(494a-
c)에 각각 접속된 4-방향 스플리터(495a-c)를 포함한다. 각각의 스플리터(495a-49c)로부터의 4개의 출력
은 위상 지연소자(496)를 통해 4개의 합산노드(498-501)중 하나에 접속된다. 합산노드(498-501)로부터의 
합성신호는 전력 증폭기(504-507)에 각각 제공된다. 제 16도에 도시된 것처럼, 어레이 소자(468-489)의 
각 열은 증폭기(504-507)중 하나에 의해 구동된다. 다른 실시예에서, 개별 전력 증폭기는 각각의 어레이 
소자(486-489)를 구동하기 위해 이용된다.

다른 실시예에서, 지연소자(496)는 3개의 빔의 각각이 40도의 각도로 3개의 인접 커버리지 영역<101>
중 하나에 투사되도록 조절된다. 단일 안테나 패널에 의해 투사된 3개의 빔은 120도의 각도로 걸처있다. 
이같은 3개의 패널은 360도의 각도를 포함하는 9개 빔의 세트를 제공하기 위해 장착될 수 있다.

바람직한 실시예의 이전 설명은 당업자가 본 발명을 실시하거나 또는 사용하도록 제공된다. 이들 <102>
실시예의 다양한 수정이 당업자에 의하여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으며 여기에 한정된 일반적인 원리는 
발명특허의 사용없이 다른 실시예에 적용될 수 있다. 따라서, 본 발명은 여기에 개시된 실시예에 의하여 
제한되지 않으며, 여기에 개시된 원리 및 신규한 특징와 일치하는 가장 넓은 범위내에서 변형될 수 있다. 
예를들어, 사용자 요구의 단기간 변화의 결과로서 트래픽 채널을 융통성있게 할당하는 것외에, 본 발명의 
방법 및 장치는 사용자 요구의 장기간 변화를 수용하기 위하여 사용될 수 있다. 이와같은 사용자 요구의 
장기간 변화는 주어진 지리학적 영역내의 인구 분포 및 빌딩형태의 변화에 따른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각각이 다수의 커버리지 영역중 한 영역을 향하는 다수의 안테나를 가진 무선 통신시스템에서,

제 1섹터로부터 제 1신호를 수신하는 단계와;

제 2섹터로부터 제 2신호를 수신하는 단계와;

상기 제 2 신호를 지연시켜 지연된 제 2신호를 형성하는 단계와;

상기 지연된 제 2 신호 및 상기 제 1신호를 합산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2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제 1신호를 다중 부분으로 분할하는 단계와;

상기 제 2신호를 다중 부분으로 분할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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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항에 있어서,

상기 합산단계는 제 1 합산신호를 형성하기 위하여 상기 제 1신호의 다중부분중 한 부분과 상기 
제 2 신호의 다중부분중 한 부분을 합산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4 

제 3항에 있어서,

상기 합산단계는 제 2 합산 신호를 형성하기 위하여 상기 제 1신호의 다중부분중 제 2부분과 상
기 제 2신호의 다중부분중 제 2부분을 합산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5 

제 4항에 있어서,

상기 제 1 합산신호의 동위상 성분 및 직교위상 성분을 발생시키는 단계와;

상기 제 2합산신호의 동위상 성분 및 직교위상 성분을 발생시키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
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6 

제 5항에 있어서,

역확산 코드를 발생시키는 단계와;

상기 제 1 합산신호의 동위상 성분 및 직교위상 성분을 상기 역확산 코드로 역확산하는 단계와;

지연된 역확산 코드를 형성하기 위하여 상기 역확산 신호를 제 1 위상 지연만큼 편이시키는 단계
와;

상기 제 2 합산신호의 동위상 성분 및 직교위상 성분을 상기 지연된 역확산 코드로 역확산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7 

제 1 섹터로부터 제 1신호를 수신하는 수단과;

제 2 섹터로부터 제 2신호를 수신하는 단계와;

상기 제 2신호를 지연하여 지연된 제 2신호를 형성하는 수단과;

상기 지연된 제 2 신호 및 상기 제 1신호를 합산하는 수단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무선 
인프라스트럭처 장치.

청구항 8 

무선통신 시스템의 커버리지 영역과 각각 연관된 다수의 안테나 엘리먼트와;

상기 다수의 안테나 엘리먼트중 한 엘리먼트에 각각 접속된 다수의 수신 증폭기와;

상기 다수의 수신 안테나에 접속된 스위치 매트릭스와;

상기 스위치 매트릭스에 접속되고, 상기 다수의 수신 증폭기의 각각으로부터 정보를 수신하는 다
수의 합산 네트워크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무선 인프라스트럭처 장치.

청구항 9 

스펙트럼 확산 통신시스템의 제 1 사용자 섹터내의 적어도 하나의 사용자에게 정보를 전송하기 
위한 시스템에 있어서,

소정의 제 1 PN코드의 제 1 PN신호를 발생시키는 제 1 PN 신호 발생기와;

상기 제 1 PN 신호 발생기에 접속되며, 상기 제 1 PN 신호 및 제 1 정보신호를 결합하여 제 1 변
조된 정보신호를 발생시키는 제 1 신호 결합기와;

소정의 기간만큼 상기 제 1 변조신호를 지연시킴으로써 제 2 변조신호를 발생시키는 지연 네트워
크와;

제 1기간동안 상기 제 1 변조신호를 제 1 커버리지 영역에 전송하고 제 2기간동안 상기 제 1 및 
제 2 변조신호를 상기 제 1 커버리지 영역 및 제 2 커버리지 영역에 전송함으로써 제 1 사용자 섹터의 경
계를 변화시키는 안테나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시스템.

청구항 10 

적어도 하나의 셀내의 사용자가 스펙트럼 확산 통신신호를 사용하여 적어도 하나의 셀-사이트를 
통해 서로간에 정보신호를 전송하며, 상기 적어도 하나의 셀-사이트의 각각이 셀-사이트 송신기 네트워크
를 포함하는 셀룰라 가입자 통신시스템에서, 상기 송신기 네트워크는,

제 1스펙트럼 확산 정보신호 세트를 수신하고, 상기 제 1 스펙트럼 확산 정보 신호세트내에 포함
된 상기 스펙트럼 확산 정보신호의 각각을 소정기간만큼 지연시킴으로써 상기 제 1 스펙트럼 확산 정보신
호 세트로부터 제 2스펙트럼 확산 정보신호 세트를 발생시키는 지연회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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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제 1 스펙트럼 확산 정보신호 세트를 수신하고, 셀내의 제 1 커버리지 영역에 상기 제 1 스
펙트럼 확산 정보신호 세트를 전송하는 제 1 안테나와;

상기 지연회로에 접속되며, 상기 제 2 스펙트럼 확산 정보신호 세트를 상기 셀내의 제 2 커버리
지 영역에 전송하는 제 2 안테나를 포함하며,

상기 제 1사용자 섹터는 상기 제 2 스펙트럼 확산 정보신호 세트가 전송되지 않을 때 상기 제 1 
커버리지 영역을 포함하며, 상기 제 1 및 제 2 스펙트럼 확산 정보신호 세트가 전송될 때 상기 제 1 및 
제 2 커버리지 영역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송신기 네트워크.

청구항 11 

스펙트럼 확산 통신 시스템에서 적어도 하나의 사용자에게 정보를 전송하기 위한 방법에 있어서,

소정의 제 1PN코드의 제 1 PN 신호를 발생시키는 단계와;

상기 제 1PN 신호 및 제 1 정보신호를 결합하여 제 1 변조된 정보신호를 발생시키는 단계와;

상기 제 1 변조된 정보 신호로부터 제 1 변조신호를 선택적으로 발생시키는 단계와;

상기 제 1 변조된 정보신호로부터 제 2변조신호를 선택적으로 발생시키는 단계를 포함하는데 상
기 제 2 변조신호는 상기 제 1 변조신호로부터 소정 기간만큼 지연되며;

제 1사용자 섹터의 경계를 한정하는 제 1 및 제 2 커버리지 영역에 상기 제 1 및 제 2 변조신호
를 각각 전송하는 단계를 포함하며, 상기 제 1 사용자 섹터의 경계는 상기 제 1 및 제 2 변조신호중 단지 
한 변조신호만을 각각의 커버리지 영역에 전송함으로써 조절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요약

스프레드 스펙트럼 통신시스템내에서 트래픽 채널 구역화를 다이나믹하게 변화시키는 시스템 및 
방법이 여기에 개시된다. 바람직한 실시예에 있어서, 상기 시스템은 스프레드 스펙트럼 통신시스템에서 
적어도 하나의 특정 사용자에게 전보를 전송하며, 소정 PN코드의 의사랜덤 잡음(PN) 신호를 소정 칩율로 
발생시키는 의사랜덤 코드 발생기(50)를 포함한다. 그때, PN 신호는 PN 스프레드 정보신호를 제공하기 위
해 스프레드 스펙트럼 송신기(42)에서 제 1정보신호와 결합된다. 상기 시스템은 적어도 하나의 추가 변조
신호를 제공하기 위해 각각의 지연소자(52, 54)를 통해 PN신호의 지연된 버전을 각각 수신하는 적어도 하
나의 추가 스프레드 스펙트럼 송신기(44, 46)를 더 포함한다. 스위칭 전송 네트워크(74)는 안테나를 통해 
제 1 및 추가 변조신호를 제 1 및 적어도 하나의 추가 유효범위 영역에 선택적으로 각각 전송하기 위해 
배치된다. 제 1 및 적어도 하나의 추가 변조신호의 선택적인 전송은 제 1사용자 섹터의 크기를 변화시킨
다. 제 1사용자 섹터는 제 1세트의 트래픽 채널과 연관되며, 상기 제 1세트의 트래픽 채널중 하나는 특정 
사용자에게 할당된다. 상기 시스템은 제 1 및 제 2유효범위 영역으로부터 제 1 및 제 2변조신호를 선택적
으로 수신하여 간섭 결합하기 위해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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