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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안테나 다이버시티 시스템 및 안테나 다이버시티 시스템을 작동시키기 위한 방법

요약

안테나 다이버시티 시스템은 2개 이상의 안테나(202, 212)를 포함한다. 제 1 실시예에서 각각의 안테나는 온 상태에서는

안테나와 수신기 사이에 저 임피던스 연결을 제공하는 각각의 스위치(204, 214)를 통해 공통 연결점(222)을 경유하여 수

신기(224)에 연결되고, 오프상태에서는 실질적으로 활성 부하(210, 220)를 안테나(202, 212)에 연결한다. 오프 상태 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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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적당한 임피던스의 선택은 안테나(202, 212)가 스위치(204, 214)의 상태에 따라 다양한 빔 패턴을 가지는 어레이

의 역할을 하도록 한다. 연속하는 스위치 상태의 순환은 페이딩의 증가된 저항과 다중경로 효과를 제공하는 안테나 빔을

조향한다. 제 2 실시예에서 상기 안테나는 2개의 빔 패턴이 동시에 신호 품질 측정과 비교를 위해 이용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하이브리드 결합기에 연결된다.

대표도

도 2

명세서

기술분야

본 발명은 빔 조향 장치(beam steering arrangement)를 가지는 안테나 다이버시티 시스템에 관한 것으로서, 더욱 상세하

게는 일정 범위의 안테나 빔의 패턴을 발생시킬 수 있는 안테나 다이버시티 회로와, 그러한 시스템을 작동시키는 방법에

관한 것이다. 그러한 시스템의 응용은 회사나 가정 환경에서의 무선 데이터 링크와, DECT(유럽 디지털 무선 통신: Digital

Enhanced Cordless Telecommunication)와 GSM(이동 통신 세계화 시스템: Global System for Mobile

communication) 같은 무선 및 셀 방식의 원격통신 시스템을 포함한다.

서술의 편의를 위해서, 본 발명은 수신기를 사용하는 안테나 다이버시티 시스템에 대해 기술할 것이다. 그러나, 본 발명이

송신 안테나와 수신 안테나 사이의 상호작용 때문에 송신기로 사용하는 것이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는 사실이 이해되어

야 한다.

배경기술

건물 내와 같이 복잡한 전파 환경에서는, 신호 페이딩(signal fading)은 평범한 일이다. 상기 페이딩은 상이한 세기의 전파

경로를 따라 도착하는 다중 신호의 상호 간섭에 의해 야기된다. 상기 간섭이 해를 끼치게 한다면, 수신 신호 세기는 적당한

수신을 위해 요구되는 수준 아래로 감소될 수도 있다.

건물 내에서는 상기 신호의 전파 방향에서 종종 상당한 오차가 있다. 그 결과 다른 신호를 받지 않는 동안, 적합한 신호를

향하는 안테나를 구비한 수신기는 그리 심하지 않은 페이딩이 생길 것이고, 그러므로 더 질 좋은 수신을 하게 될 것이다.

건물 내의 전파 환경은, 예를 들어 전파 경로의 근처에 있는 사람들의 움직임 때문에 일반적으로 급속히 변화된다. 그러므

로, 구현될 지향성 안테나(directional antenna)가 제시하는 잠재적 개선점을 위해서, 빠르게 조향될 수 있어야만 하기 때

문에, 전자 조향(electronic steering)이 요구된다.

복수의 안테나를 포함하는 적응 안테나 시스템은 공지되어 있다. 예를 들어, 공개된 PCT 출원(공개번호 WO 95/33312호)

은 2개의 수신기를 사용하는 복수의 지향성 안테나로부터 2개의 안테나를 선택하기 위한 장치를 제시한다. 제 1 신호 품질

메트릭(metric)이 제 1 안테나로부터 수신된 통신 신호에 대해 측정되고, 제 2 신호 품질 메트릭이 제 2 안테나로부터 수

신된 통신 신호에 대해 측정된다. 제 1및 제 2 신호 품질 메트릭 사이의 차이가 임계값을 초과할 때, 수신기는 제 3 안테나

에 연결되어 제 3 신호 품질 메트릭이 측정된다. 3개의 메트릭에 기초하여 제 1및 제 2 안테나가 통신 신호를 수신하기 위

해서 선택된다. 조향은 상기 선택된 지향성 안테나를 변경함으로서 상기 시스템에서 구현된다. 그러나, 공지된 이러한 시

스템은 상대적으로 상기 시스템을 비싸게 만드는 2개 이상의 완전한 수신기를 필요로 한다는 단점을 갖고 있다.

단지 하나의 수신기만을 요구하는 안테나 다이버시티 장치의 예는 강하게 수신되는 신호를 제공하는 안테나를 선택하기

위한 장치 및 2개의 안테나를 구비한 송수신기를 제공하는 PCT 출원{공개 번호 WO 97/08774(PHB 34000)호}에서 제공

된다. 어느 정도의 이점을 제공하는 반면에, 그러한 장치는 선택되지 않은 안테나를 사용조차 하지 않고, 선택적으로 다중

경로 신호를 받아들일 수는 없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본 발명의 목적은 선택적으로 다중경로 신호를 받지 않는 방법으로 안테나 다이버시티를 이루는 것이다.

등록특허 10-0598649

- 2 -



본 발명의 제 1의 국면에 따라, 빔 형성 수단에 각각 연결되지는 2개 이상의 안테나와 2개 이상의 선택적으로 미리 결정된

안테나 빔 패턴을 제공하기 위해 빔 형성 수단을 제어하기 위한 제어수단을 포함하는 안테나 다이버시티 시스템이 제공된

다.

본 발명의 제 2의 국면에 따라, 빔 형성 수단에 각각 연결되지는 2개 이상의 안테나와, 빔 형성 수단을 제어하는 제어수단

을 포함하는 안테나 다이버시티 시스템을 작동하는 방법이 제공되는데, 상기 방법은 2개 이상의 대안적이고 미리 결정된

(alternative predetermined) 안테나 빔 패턴을 제공하기 위한 제어 수단을 작동시키는 것을 포함한다.

본 발명은 종래 기술에서 제공되지 않았지만, 다양한 빔 패턴이 다수의 안테나를 포함하는 안테나 다이버시티 장치에 의해

형성될 수 있다는 인식에 기초되어 진다. 각각의 빔 패턴은 상기 나머지 안테나가 적절한 임피던스에 의해 차단되는 동안

에 송수신기에 연결되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안테나에 의해 발생된다. 단지 하나의 송수신기만이 요구된다.

본 발명의 실시예는 첨부한 도면을 참조하여 예를 통해 이제 기술될 것이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전형적인 옥내 다중경로 환경을 나타내는 도면.

도 2는 2개의 안테나를 가지고 사용하기 위한 안테나 다이버시티 시스템의 개략도.

도 3은 안테나 다이버시티 시스템의 안테나 패턴의 그래프.

도 4는 2개의 안테나를 구비한 안테나 다이버시티 회로의 구현을 나타내는 도면.

도 5는 하이브리드결합기를 사용하는 안테나 다이버시티 시스템의 개략도.

도 6은 신호 품질 측정만을 위한 하이브리드결합기를 사용하는 안테나 다이버시티 시스템의 개략도; 그리고

도 7은 3개의 안테나를 구비한 안테나 다이버시티 시스템을 나타내는 도면.

실시예

도면에서 동일한 참조 번호가 대응하는 장치를 나타내기 위해 사용되고 있다.

간단한 옥내 시나리오가 도 1에 도시된다. 상기 시나리오는 출입구(104)가 있는 벽(102)을 각각 가지는 2개의 방(100)을

포함한다. 송신기(106)는 상기 방안에 위치해 있고 또 다른 방에는 수신기(108)가 위치해 있다. 출입구(104)를 통하는 송

신기(106)와 수신기(108) 사이에 3개의 가능한 신호 경로가 도시되어 있다. 즉 직선인 제 1 신호 경로(110), 벽(102)으로

부터 한 번의 반사로 이루어진 제 2 신호 경로(112) 및 벽(102)으로부터 두번의 반사로 이루어진 제 3 신호 경로(114)를

도시한다. 실제적으로 벽(102)을 통하는 송신과 벽(102)으로부터 다양한 다수의 반사를 가지는 매우 많은 수의 신호 경로

가 있을 것이다. 그러한 반사와 송신의 결과로서 상기 수신기(108)에서 상기 신호 세기는 상이한 경로에 대해서 차이가 있

을 것이다.

신호(110 내지 114) 사이의 간섭을 피하기 위해, 특정 방향에서 오는 신호를 선택적으로 수신하는 지향성 안테나 장치를

가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지향성 안테나 장치를 조향할 수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를 들어, 만약 상기 안테나가 상

기 직접 신호(110)를 수신하려 하는데 상기 신호가 막히게 된다면{예를 들어 신호 경로(110)로 움직이는 누군가에 의해},

안테나는 대안적인 신호(112, 114)를 수신하기 위해 조향되어 질 수 있다.

도 2는 제 1및 제 2 안테나(202, 212)를 포함하는 안테나 다이버시티 시스템(200)의 개략도이다. 상기 안테나는 바람직하

게 거의 전방향성이고, 예를 들어 모노폴(monopole), 다이폴(dipole) 또는 마이크로스트립 패치(microstrip patch)의 간

편한 형태가 될 수도 있다. 안테나(202, 212)는 동일하거나 또는 동일하지 않는 형태가 될 수도 있다. 제 1 안테나(202)는

제 1 스위치(204)에 연결된다. 온 상태에서 상기 스위치(204)는 상기 안테나(202)로부터 신호를 제 1 접점(206)과 공통

연결점(222)을 경유하여 수신기(Rx)(224)로 전달한다. 오프 상태에서 스위치(204)는 제 2 접점(208)을 경유하여 터미네

이션(termination)(210)을 상기 안테나에 제공한다. 터미네이션(210)은 반사 터미네이션(reflective termination)이 되게

등록특허 10-0598649

- 3 -



선택되어지고, 어떠한 전력도 흡수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므로 거의 활성 임피던스(reactive impedance)를 가져야 한다.

제 2 안테나(212)는 제 2 스위치(214)에 같은 모양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제 1 접점(216)을 경유하여 공통 연결점(222)이

나 또는 제 2 접점(218)을 경유하여 터미네이션(220)으로 연결된다.

신호 품질 측정 수단(SQM)(226)은 수신된 신호의 페이드나 다른 문제의 검출을 가능하게 하도록 제공된다. 다른 편리한

방법, 즉 예를 들어 수신되는 무선 신호 세기나 비트 에러 비율의 검출과 같은 방법으로 사용되어 질 수 있다. 제어기(228)

(CON)는 수신기(224)와 신호 품질 측정 수단(226)으로부터의 정보에 응하여, 스위치(204, 214)의 상태를 설정하도록 제

공된다.

양 스위치(204, 214)가 모두 온 상태에 있고, 안테나(202, 212)로부터 공통 연결점(222)까지 전기 길이(electrical

length)가 동일하다면, 반사 패턴은 가로 방향 안테나, 즉, 2 가로 안테나 어레이(broadside array)를 형성하는 안테나에

서 최고 응답을 보여준다.

제 1 스위치(204)가 온 된다면, 제 1 안테나(202)는 공통 연결점(222)에 연결되고, 제 2 스위치(214)가 오프 된다면, 반사

터미네이션(220)을 제 2 안테나(212)에 제공함으로서, 한 쌍의 안테나는 2 소자 세로 안테나 어레이(end-fire two

element array)로서 작동하도록 만들어 질 것이다. 스위치가 온 된 제 1 안테나(202)는 반사 터미네이션(220)의 위상에

따른 어레이의 공급 소자인 한편, 제 2 안테나(212)는 도파기(director)나 또는 반사기(reflector)처럼 작동한다. 2개의 안

테나(202, 212) 사이의 거리가 관련 주파수(또는 중심 주파수)의 반파장에 이르도록 선택되어지면, 세로형 구성

(configuration)이 만들어질 수 있어서, 1/4 파장의 거리에 대한 최적의 결과를 갖는다. 상기 세로 안테나 어레이은 어레이

의 축을 따라 단향성 패턴을 가진다. 최고 이득의 방향은 반사 터미네이션(220)의 위상에 따라 다르다. 상기 터미네이션

(220)이 양의 리액턴스를 가진다면 이것은 제 2 안테나(212)를 반사기로서 작동하게 하고, 이러한 반사기는 일반적으로

바람직한 장치가 된다.

제 1및 제 2 스위치(204, 214)의 반전은 제 1및 제 2 안테나(202, 212)의 기능을 반전시킴으로서 최고 이득의 방향을 반

전시킨다.

제 1및 제 2 스위치(204, 214)의 이러한 세 가지 조합(온-온, 온-오프 및 오프-온)은 안테나(202, 212)를 세로와 가로 안

테나 어레이의 두 구성으로 작동되도록 한다. n소자 선형 안테나 어레이의 안테나 패턴에 대한 일반적인 표현은

이다. 여기서 는 단일체(unity)의 최고 이득으로 표준화된 안테나 어레이의 이득이고, 은 안테나 소자

의 수고, 는 로 주어지는데, 여기서 는 소자 간격(파장에서) 이고, 는 관련 주파수(또는 중심 주파

수)에서 소자 사이의 위상 이동이고, 는 어레이의 축에 따른 시계 방향으로 측정되는 각이다. 가로 안테나 어레이 패턴은

이고 세로 안테나 어레이 패턴에서는 이다.

어레이에서 2개의 안테나의 조합은 1개의 안테나나 또는 간단한 안테나 공간 다이버시티( 가장 강한 신호를 제공하는 안

테나가 선택된 곳인)에 비해서 안테나 이득에 있어 3㏈의 향상을 제공한다. 그러나, 부가적인 위상 이동 소자는 안테나 빔

은 조향하기 위해 더 이상 요구되지 않기 때문에, 라디오 주파수(RF) 회로는 안테나 공간 다이버시티 구현에 필요한 회로

보다 더 복잡하지 않다.

도 3a 내지 3c는 2개의 안테나가 파장의 1/3되는 거리에 만큼 분리되는 장치를 위한 스위치(204, 214)의 3가지의 조합에

의해 생성되는 안테나 응답 패턴의 극 플로트(polar plots)를 도시한다. 모든 플로트에서 어레이의 축은 페이지 상에서 왼

편에서 오른편방향이고, 왼편 상의 제 1 안테나(202)와 오른편 상의 제 2 안테나(212)를 가지고 있는 x축을 따라서 있다.

도 3a는 상기 스위치(204, 214)가 모두 켜질 때, x축에 대하여 대칭적인 가로형 패턴을 도시한다. 도 3b는 제 1 스위치

(204)가 켜지고 제 2 스위치(214)가 꺼질 때, 음의 x 방향에서 최대 이득을 가지는 세로형 패턴을 도시한다. 마지막으로,

도 3c는 제 1 스위치(204)가 꺼지고 제 2 스위치(214)가 켜질 때, 양의 x 방향에서 최대 이득을 가지는 세로형 패턴을 도

시한다.

상기 안테나 패턴 사이의 이득 차이는 각의 범위에서 상당히 중요하고, 이것은 페이딩 작동에서 향상을 제공하는데 효과적

일 것이다. 동시에 최고 이득은 90°의 방향으로 이동시킴으로서 빔을 제거(sweep)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이 세로형 왼편

(end fire left)에서 가로형으로, 세로형 오른편(end fire right)으로, 가로형 등으로 이동시키기 위해 회로를 유도한다. 그

러한 작동은 온-오프로부터 온-온으로, 오프-온으로, 온-온으로 스위치(204, 214)의 상태를 회전시키는 4가지 상태의 회

로를 가지는 것에 의해 얻어질 수 있다. 페이드의 검출에서, 4가지 상태 회로는 다음 상태로 스위칭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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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의 RF 스위치가 사용될 수 있다. 스위치는 적어도 15㏈의 온 대 오프 비율을 바람직하게 가져야 하고, 온 상태에서의

손실은 바람직하게 적어야 한다. 오프 되었을 때 스위치는 반사적이어야 하는데, 즉, 스위치는 단락이나 개방형 회로가 되

어져야 하거나 저항성분이 약간 있거나 아예 없는 임의의 리액턴스 값을 가져야 한다. 제 2 안테나를 반사기로서 작동하도

록 하기 위해, 적절한 터미네이션 위상은 안테나와 스위치사이의 적당한 네트워크(예를 들어 송신선의 길이)에 의해 얻을

수 있다.

적당한 스위치는 PIN 다이오드와 GaAs FET 스위치를 포함한다. 저 잡음 FET 증폭기로 게이트 바이어스(gate bias)를

스위칭하는 것은 상기 목적을 위해서 만족스러운 RF 스위치를 만든다. FET가 오프로 바이어스됨으로서 야기된 고유 임피

던스의 부정합은 반사 터미네이션을 형성한다. 도 2에서 도시한 이상적인 양방향 스위치(204, 214)는 실제적인 구현을 위

해서는 필요하지 않다.

일부 응용은 도 3에 의해 도시된 것처럼 위에서 기술된 임의의 스위치 장치에 의해 얻게 될 수 없는 전방향성의 반사 패턴

을 요구할 지도 모른다. 그러한 반사 패턴은 위에서 기술된 장치로의 작은 변경을 가질 수 있다. 상기 변경된 회로에서 제 2

스위치(214)는 제 2 안테나(212)가 어떠한 효과도 없도록 와류적으로 동조시키는 제 3 스위치 지점을 가진다. 제 2 스위

치(214)는 상기 제 3 지점에 있고 제 1 스위치(204)는 제 1 지점에 있을 때, 제 1 안테나(202)는 수신기에 연결된다. 상기

구조에 있어서, 안테나 패턴은 단지 제 1 안테나(202)의 패턴이고 상기 안테나는 전방향성이 되도록 바람직하게 선택되어

진다.

본 발명에 따른 안테나 다이버시티 회로는 PCT 출원 (공개 번호 WO 97/08774호)에서 기술되어 있는 장치에 기초하여 도

4에서 도시되어 진다. 상기 장치는 예를 들어, 두로이드(duroid)나 FR 4 유리 섬유의 기판(410)을 포함한다. 기판(410)의

한 편에는 길다란 제 1 엔드 페드(end-fed) 금속 다이폴(412)이 제공된다. 사용함에 있어서 상기 다이폴의 유효 부분은 관

련 주파수(또는 중심 주파수)의 1/4 파장에 거의 대응하는 길이를 가지는 상단부 이도록 하기 위해서 다이폴이 수직으로

배열되어진다. 길다란 다이폴은 마이크로스트립에서 형성된다.

또한 마이크로스트립에서 형성된 기판(410)의 뒷면에는, 그라운드 판(414)과 마이크로스트립에서 제 1 다이폴 소자의 자

유단(free end) 끝으로부터 1/4 파장에 실질적으로 대응하는 거리에서 그라운드 판(414)에 연결되고, 그것으로부터 멀리

확장하는 제 1및 제2 소자(416, 417)를 포함하는 제 2 다이폴이 있다. 각각의 제 1및 제 2 소자(416, 417)는 관련 주파수

(또는 중심 주파수)의 1/4 파장에 대응하는 길이를 가진다. 제 1및 제 2 소자(416, 417)는 제 1 다이폴 소자의 세로축에 대

해 경사진다. 기판의 뒷면에서 상기 소자(414, 416, 417, 426, 427)는 점선으로 도시되어 있다.

다이폴 소자(412, 416, 417)는 제 1 인쇄된 안테나(printed antenna)를 형성한다. 제 2 인쇄된 안테나는 다이폴 소자

(422, 426 및 427)를 가지는 똑같은 형태이다. 상기 안테나는 기판(410)상에 설계되어서 제 1 다이폴 소자(412, 422)는

관련 주파수(또는 중심 주파수)의 1/3 파장에 거의 대응하는 거리로 분리된다. 이러한 2개의 다이폴 소자의 공급선(feed

line)은 다이폴과 같은 폭이고, 50 ohm 선을 포함한다. 공통 공급점(222)은 선의 거의 중심 지점에서 제공된다. 제 2 다이

폴의 제 1및 제 2 소자(416, 417 및 426, 427)는 기판(410)의 반대편 상에 있다. PIN 다이오드(434, 436)는 그것들의 주

반사 지역으로부터 떨어진 지점에서 제 1 다이폴 소자(412, 422)의 공급선에 연결되어 있다. 이러한 PIN 다이오드는 단자

(446)에 연결되어 있는 용량성 스터브(capacitive sturbs)(442, 444)를 포함하는 각각의 저역 통과 필터(438, 440)에 또

한 연결된다.

사용함에 있어서 공통 공급점(222)은 무선 수신기(224)의 입력에 연결되고, 제어기(228)는 PIN 다이오드(434, 436)의 활

성화시키기 위해 제공된다. 페이드가 신호 품질 측정 수단(226)에 의해 검출되었을 때 제어기(228)는 예를 들어, 위에서

기술된 것과 같이 4 상태 회로로 작동되는 다음 안테나 패턴을 발생시키기 위해 요구되는 것같은 PIN 다이오드 상태를 변

환한다.

5.8㎓의 작동 주파수를 가지고, 도 4에서 도시된 안테나 다이버시티 회로의 실제 구현 상의 측정은 안테나 패턴에 대해서

위에서 기술된 이론상의 계산에 대체적으로 일치하는 안테나 패턴에 대한 결과를 제공한다.

안테나 다이버시티 시스템의 대안적인 실시예의 개략도는 도 5에서 도시되는데, 여기서 2개의 방사 패턴은 동시에 이용할

수 있다. 이러한 실시예에서 제 1및 제 2 안테나(202, 212)는 스위치(204, 214)에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것이 아니고, 대신

에 90°의 하이브리드 결합기(HC)(502)의 제 1및 제 2 입력(503, 505)에 각각 연결되어 있다. DECT 시스템에서 사용하기

에 적절한 하이브리드 결합기의 예는 무라타(murata) LDC30B030GC1900인데, 상기 결합기는 어떠한 핸드셋에도 맞도

록 충분히 작고, 1㏈보다 손실이 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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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리드 결합기(502)에 의해 적용된 90°위상 이동 때문에, 하이브리드 결합기(502)에서 나오는 제 1 출력 신호(504)

는 제 2 안테나(212)가 반사 터미네이션을 가질 때 제 1 안테나(202)로부터 얻을 수 있는 것과 동일한 제 1 빔 신호를 제공

한다. 하이브리드 결합기(502)에서 나오는 제 2 출력 신호(506)는 제 1 안테나(202)가 반사 터미네이션을 가질 때 제 2 안

테나(212)로부터 얻을 수 있는 것과 동일한 제 2 빔 신호를 제공한다. 그러므로 안테나(202, 212)가 전방향성이고 1/3 파

장의 거리에 의해 분리된다면, 출력(504, 506)에 대한 안테나 응답 패턴은 도 3b와 도 3c에서 도시되어진 것과 같다. 대안

적인 응답 패턴은 다른 안테나 간격(spacings)과 결합기가 90°가 아닌 위상 이동을 갖는 결합기를 사용하여 제공될 수 있

다.

양방향성 결합기(DC)(508)는 각각의 출력 신호(504, 506)의 견본이 신호 품질 비교기(SQC)(510)에 의한 사용을 위해 탭

오프(tapped off)되도록 한다. 비교기(510)는 신호의 수신된 신호 세기를 측정하는 회로나, 또는 비트 에러 비율(bit error

rate) 같은 몇몇 다른 적당한 품질의 파라미터를 포함한다.

필요된다면, 방향성 결합기(508)는 스위치로 대체될 수 있다. 이러한 대안적인 수행은 수신기(224)가 신호를 수신하는 동

안에 비교기(510)가 신호 품질을 비교할 수 없는 단점을 갖지만, 몇몇 응용에서 방향성 결합기의 사용을 바람직하게 회피

할 수 있다.

위에서 기술된 스위치(204, 214)를 포함하는 도 2에 스위칭 장치와 동일한 스위칭 장치가 공통 연결점(222)과 수신기

(224)로의 연결을 위하여 방향성 결합기(508) 중 하나로부터의 출력을 선택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다. 제어기(CON)(512)

는 수신기(224)와 신호 품질 비교기(510)로부터 정보에 응답하여 스위치(204, 214)의 상태를 설정한다. 도 2의 장치와의

차이점은 스위치(204, 214) 중의 하나만이 동시에 켜질 수 있고, 사용되지 않는 빔은 하이브리드 결합기(502)의 올바른 작

동을 위해서 정합된 부하(matched load)(514)(보통 50 ohms)에서 터미네이트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스위칭 실시예(도 2)와 하이브리드 결합기 실시예(도 5의) 모두는, 신호가 프리엠블 및 데이터 부를 포함하는 시간 프레임

(time frame)으로 송신되는 DECT 같은 시분할 다중 접속(TDMA)에서 사용하기에 특히 적합하다. 그러한 시스템에서, 신

호 품질 측정이나 비교는 최고의 빔 패턴이 데이터 부의 수신을 위해 선택되도록 하는 프레임에서의 프리앰블의 수신동안

수행될 수 있다. 그러한 구현은 또한 신호 측정과 다이버시티 스위칭 수행 사이의 시간 지연을 감소시킴으로서 고속으로

사용하도록 한다. 이것은 스위칭이 각 프레임에 기초하여 수행되게 하여, 수신된 신호의 일시적 페이딩 특징을 결정하기

위한 시도의 필요성은 회피한다.

다른 이점은 2개의 빔의 방향성이 수신된 신호에서의 지연 폭(spread)을 감소시키고, 그래서 부호간 간섭을 감소시키고,

더 높은 데이터 율을 얻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는 것이다.

스위칭및 하이브리드 결합기 실시예 모두는 수신기(224)가 송수신기(transceiver)로 대체되는 경우에 송신에 또한 적합하

다. 수신을 위해 마지막으로 선택된 빔은 시분할 이중 시스템(time division duplex)에서 반사 채널의 대칭성을 이용하여

송신을 위해 사용되어질 수 있다. 송신된 신호는 전방향성(omnidirectional) 안테나의 이득을 넘어 3㏈ 방향성 이득의 이

점을 가질 것이고, 그래서 향상된 적용 범위(enhanced coverage)를 제공한다.

주파수 분할 이중 시스템에서 반사 채널은 대칭적일 수 없고, 업 링크(uplink)와 다운 링크(downlink) 사이의 주파수 차이

의 무선 전파 환경의 다른 특성에 의해 좌우된다. 그러므로 일부 환경에서 송신을 위해 전방향성 빔 패턴을 사용하는 것은

더 간단히 될 수도 있다.

도 5의 하이브리드 결합기 실시예의 단점은 3㏈의 전력이 수신동안 하이브리드 결합기(502)의 사용되지 않은 출력 상에서

부하(514)에 의해 소비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약 3㏈의 각 빔에서 방향 이득때문에, 수행은 단일 전방향성 안테나를 이동

하는 것보다 더 나쁘지 않다.

도 6은 이러한 문제를 완화하는 제 2 하이브리드 결합기 실시예를 도시한다. 상기 실시예는 도 5의 실시예와 비슷하지만,

안테나(202, 212)를 하이브리드 결합기(502)의 각 입력(503, 505)에 직접적으로 연결하는 대신에, 상기 안테나는 스위치

(602, 604)에 연결된다. 수신 신호의 샘플링(sampling)과 품질의 비교를 위해서 스위치(602, 604)는 안테나(202, 212)를

하이브리드 결합기(502)의 입력(503, 505)에 연결하고, 하이브리드 결합기의 출력(504, 506)은 신호 품질 비교기(510)에

직접 연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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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적인 수신과 송신을 위해서, 스위치는 안테나(202, 212,)를 스위치(204, 214)에 직접 연결하는 단자(606, 608)에 연

결함으로서 하이브리드 결합기(502)를 바이패스(bypass)시킨다. 상기 회로의 잔여부분은 수신기(224)를 대신하여 송수

신기(Tx/Rx)(610)를 구비하는 상술된 도 2의 스위칭 실시예와 같은 방법으로 작동된다. 스위치(204, 214)의 설정은 하이

브리드 결합기(502)의 출력(504, 506)에 연결될 때에 비교기(510)에 의해 수행되는 측정으로부터 결정된다.

다른 빔으로부터 수신된 신호 품질의 연속적인 비교를 가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면 스위치(602, 604)는 방향성 결합기

(508)에 의해 대체될 수 있다.

본 발명에 따른 방법은 또한 2개 이상의 안테나를 가지는 안테나 다이버시티 시스템에 적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위에서

기술된 2개의 안테나 장치가 갖는 하나의 문제점은 도 3a에 도시된 가로 패턴이 어레이의 축에 대칭적이라는 것이다. 도 7

은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는 3개의 안테나 중 하나의 가능한 장치의 평면도이다. 장치는 관련 주파수(또는 중심 주파수)에

서의 반 파장의 최고 거리에 의해 분리되는 제 1 안테나(202)와 제 2 안테나(212)를 포함하고, 이와 함께 제 1및 제 2 안테

나(202, 212) 사이의 중간에 위치하지만 관련 주파수(또는 중심 주파수)의 반 파장의 최고 거리에 의해 측면으로 분리되는

제 3 안테나(702)를 또한 포함한다.

이러한 장치는 A 및 B 방향으로의 두 안테나 어레이의 세로형 성능을 갖고, 동시에 C 및 D 방향으로의 안테나 패턴을 생성

하기 위한 성능을 부가한다.

본 발명에 따른 이론을 이용함으로서 또 다른 안테나의 부가는 더 많은 다수의 지향성 안테나의 발생을 가능하게 하는 것

이 당업자에게는 명백할 것이다.

안테나 다이버시티 시스템이 수신기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 위에서 기술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송신기로 잘 사용

될 수 있다는 것은 명백하다. 예를 들어, DECT나 GSM 같은 양방향 무선 통신 시스템에서, 기지국으로부터 핸드셋에서 신

호의 수신을 최적화시키는 안테나 빔 패턴은 또한, 상호호환성을 통해, 핸드셋으로부터 기지국으로의 신호 송신을 위해 최

적화 될 것이다.

본 발명을 읽어 봄으로서, 다른 변경은 당업자에게 명백할 것이다. 그러한 변경은 안테나 다이버시티 시스템과 상기 시스

템을 작동하는 방법에서 이미 공지된 다른 특징을 포함하고, 여기에 이미 기술된 특징을 대신하거나 또는 더하여 사용될

수도 있을 것이다.

본 명세서와 청구항에서 단수 요소는 다수의 그러한 요소의 사용을 배제하지 않는다. 또한, 단어 "포함하는"은 제시된 것들

이외의 다른 요소나 단계를 배제하지 않는다.

산업상 이용 가능성

본 발명은 예를 들어, 무선 데이터 링크와 DECT와 GSM과 같은 무선 및 셀룰러 방식의 원격 통신 시스템에 대한 넓은 범

위의 산업적인 응용을 갖는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안테나 다이버시티 시스템에 있어서, 각각 빔 형성 수단에 연결되는 적어도 2개의 안테나, 및 적어도 2개의 대안적이고 미

리 결정된(alternative predetermined) 안테나 빔 패턴을 제공하기 위해 상기 빔 형성 수단을 제어하기 위한 제어 수단을

포함하며, 상기 미리 결정된 안테나 빔 패턴은 세로형(end-fire) 및 가로형(broadside) 구성을 갖고, 상기 빔 형성 수단은

각 안테나에 연결된 각각의 스위칭 수단을 포함하고, 각 스위칭 수단은 적어도 15dB의 온 대 오프(on to off) 비율을 갖고,

오프 상태에서 각각의 안테나에 반사 터미네이션(reflective termination)을 제공하는, 안테나 다이버시티 시스템.

청구항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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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시스템은 수신 신호의 품질을 결정하기 위해 신호 품질 측정 수단을 포함하고, 상기 제어 수단은 수

신 또는 송신된 신호 특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안테나 빔 패턴을 제공하기 위해 상기 신호 품질 측정 수단으로부터의 출력

에 응답하여 상기 빔 형성 수단을 제어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안테나 다이버시티 시스템.

청구항 3.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빔 형성 수단은 하이브리드 결합기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안테나 다이버시티 시스템.

청구항 4.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각 스위칭 수단은, 상기 각 안테나가 공통 연결점에 연결된 온 상태와, 적당한 터미네이션을 상기 안

테나에 제공하는 오프 상태를 갖는, 안테나 다이버시티 시스템.

청구항 5.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제어 수단에 의해 제공되는 각각의 상태에서, 하나 이상의 상기 스위칭 수단은 온 되고, 나머지 스위

칭 수단은 오프 되는, 안테나 다이버시티 시스템.

청구항 6.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스위칭 수단은 반도체 스위칭 장치인, 안테나 다이버시티 시스템.

청구항 7.

각각 빔 형성 수단에 연결된 적어도 2개의 안테나, 및 상기 빔 형성 수단을 제어하기 위한 제어 수단을 포함하는, 안테나 다

이버시티 시스템을 작동시키는 방법에 있어서, 상기 방법은 적어도 2개의 대안적이고 미리 결정된 안테나 빔 패턴을 제공

하기 위해 상기 제어 수단을 작동하는 단계를 포함하고, 상기 미리 결정된 안테나 빔 패턴은 세로형 및 가로형 구성을 갖

고, 상기 빔 형성 수단은 각 안테나에 연결된 각각의 스위칭 수단을 포함하고, 각 스위칭 수단은 적어도 15dB의 온 대 오프

비율을 갖고, 오프 상태에서 각각의 안테나에 반사 터미네이션을 제공하는, 안테나 다이버시티 시스템.

청구항 8.

제 7항에 있어서, 상기 시스템은 상기 수신된 신호의 품질을 결정하는 신호 품질 측정 수단을 더 포함하고, 상기 방법은 상

기 수신된 또는 송신된 신호 특성을 개선시키기 위해 안테나 빔 패턴을 제공하기 위해 상기 신호 품질 측정 수단으로부터

의 출력에 응답하여 상기 제어 신호를 작동시키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안테나 다이버시티 시스템.

청구항 9.
삭제

청구항 10.
삭제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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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

도면2

도면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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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b

도면3c

도면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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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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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6

도면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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