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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무선 기지국 네트워크 시스템 및 기지국 전환 방법

요약

본 발명은 복수의 셀에 배치된 기지국과, 이를 총괄하는 총괄국이 광섬유로 파장다중 전송에 의해 접속되어 있는 무

선 기지국 네트워크 시스템에 있어서, 상기 기지국은 소정의 파장의 광신호를 송신하는 파장 가변 송신기와, 상기 파

장 가변 송신기로부터의 광신호를 파장다중 전송하기 위해서 합파하는 광결합기를 구비하고, 상기 총괄국은 파장다중

전송된 광신호의 파장을 수신하는 복수의 광수신기와, 복수의 상기 기지국에 의해 파장다중 전송되어 온 광신호를 각

파장으로 각각 상기 광수신기에서 분파하는 광결합기를 구비하고, 상기 기지국과 통신하는 무선통신 단말이 이동하

여 통신하는 기지국을 변경할 경우, 무선통신 단말의 이동처 기지국은 상기 파장 가변 송신기의 파장을 제어하고, 이

동전의 기지국이 송신한 광신호 파장과 동일한 광신호 파장으로 상기 총괄국에 송신하는 무선 기지국 네트워크 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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템이다.

대표도

도 3

색인어

기지국, 총괄국, 광섬유, 광결합기.

명세서

기술분야

본 발명은 무선 통신 시스템에 관한 것으로, 특히 복수의 셀(cell)에 배치된 기지국과, 이를 총괄하는 총괄국이 광섬유

로 파장다중 전송 또는 서브캐리어(sub-carrier) 광전송에 의해 접속되어 있는 무선 기지국 네트워크 시스템, 및 그 

기지국 전환 방법에 관한 것이다.

또, 본 발명은 복수의 기지국으로 이루어지는 통신 네트워크를 총괄하는 총괄국이 핸드오버 중의 이동국으로부터의 

신호를 복수의 기지국으로부터 수신하여 이를 등화(等化) 처리하는 시스템에 관한 것이다.

배경기술

예를 들면, 광(光)파장분할다중(WDM)이 적용된 무선 기지국 네트워크에 있어서는, 통상 무선통신 단말과 통신하는 

복수의 기지국과, 이들 복수의 기지국을 총괄적으로 제어하고 외부 통신 네트워크와 통신하는 총괄국이 설치되고, 이

러한 국은 광섬유 회선으로 접속되어 있다.

종래의 기지국은 광섬유 회선을 통해 총괄국으로 송신하기 위해 무선통신 단 말로부터 수신한 신호를 광신호로 변환

할 때, 기지국 고유의 파장을 가지는 광신호로 변환한다.

따라서, 총괄국은 이 네트워크에 있어서의 기지국 수의 파장에 대응해 얻은 광수신 장치를 보관 유지한다. 이 광수신 

장치는 하나의 파장에 대응 가능한 광수신기가 복수개 모여서 구성된다. 이 각 광수신기는 한 기지국으로부터의 광신

호의 수신 및 전기신호로의 변환을 담당한다. 변환된 신호는 선택 스위치에 의해 전환되어 수신 전기신호로 된다.

즉, 이동국이 이동하여 다른 셀로 들어가면, 총괄국에서는 이 이동국으로부터 수신을 계속하기 위해서 선택 스위치를

다른 광수신기로 전환하게 된다.

이하, 도 1 및 2를 이용하여 종래의 WDM가 적용된 무선 기지국 네트워크를 설명한다. 도 1은 종래의 무선 기지국 네

트워크 시스템의 구성예를 나타내는 블럭도이다.

총괄국(10)과 기지국(BS1∼BS7, 또 BS의 수는 7로 한정되지 않는다. 이하, “BS”라 함)은, 광섬유(30)에 의해 루프(l

oop) 형상으로 접속되어 있고, 파장다중 전송에 의해 광신호의 송수신이 되고 있다.

이 구성에 있어서, 각 BS에 총괄국(10)으로부터 광전송하는 경우는, 각 BS 마다 수신 파장이 할당되어 있고, 총괄국(

10)에 있어서 각 BS용의 광파장을 송신하는 광송신기(16)가 구비되고, WDM 결합기(17)에 의해 각각의 광신호가 파

장다중 전송되기 위해서 합파(合波)되어 송신된다.

각 BS1∼BS7에 있어서는, 각각의 WDM 결합기(25)에 의해 자기 앞으로의 파장 의 광신호가 분파(分波)되고, 광수신

기(23)에 의해 수신된다. 광수신기(23)로부터의 신호는 액세스(access)계 무선(BS와 무선통신 단말간의 무선통신) 

송수신기(22)에 의해 안테나(21)를 통해 무선통신 단말(MS1, MS2, 또 MS의 수는 2로 한정되지 않는다. 이하, “MS”

라 함)과 무선통신 한다.

MS로부터의 무선 신호는 안테나(21)를 통해 액세스계 무선 송수신기(22)에 의해 수신되고, 광송신기(24)에 의해 광

신호로 변환되고 WDM 결합기(25)에 의해 파장다중 전송되기 위해서 합파된다.

또한, BS의 액세스계 무선 송수신기(22)에는 MS로부터 수신한 무선 신호를 복조해 디지털 신호로 변환하는 이동 통

신용 무선 신호 복조기와, 광수신기(23)의 출력인 디지털 신호를 이동 통신용 무선 주파수 신호로 변환하는 이동 통신

용 무선 신호 변조기를 구비하고 있다.

총괄국(10)에서는 각 BS로부터의 광신호를 WDM 결합기(17)에 의해 각각의 파장마다 분파되고, 광수신기(15)에 의

해 수신된다.

예를 들면, MS1이 BS3과 통신하고 있는 경우는, 총괄국으로부터 파장 λBS3으로 BS3에 전송하고, BS3으로부터 총

괄국(10)에 파장 λBS3′로 전송되고 있다.

이 때에 MS가 이동해서 BS4와 통신을 시작했을 때는, 총괄국(10)에 있어서는, BS3용의 파장 λBS3으로부터 BS4용

의 파장 λBS4의 광송신기에 선택 스위치 (14)로 전환하고, 총괄국(10)으로부터 파장 λBS4로 BS4에 전송한다. 또, 

동시에 BS4에서는 총괄국(10)에 파장 λBS4′로 전송한다. 그 결과 총괄국(10)으로의 신호는 파장 λBS3′로부터 

λBS4′로 바뀌기 때문에, 총괄국(10)에서는 파장 λBS4′ 의 신호를 수신하는 광수신기로 선택 스위치(13)에 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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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하여 수신한다. 이에 의해 MS와 총괄국은 통신을 계속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도 2는 종래의 총괄국에 있어서의 WDM 결합기의 예를 나타내는 도이다.

WDM 결합기(171)에 있어서는, 각 파장의 광송신기로부터의 신호가 입력되고, 이것이 파장다중 되기 위해서 합파되

어 각 BS에 송신된다.

따라서, 송신하는 BS가 BS3으로부터 BS4로 전환된 경우에는, 파장 λBS3으로부터λBS4로 광송신기를 전환하여 

전송한다.

한편, WDM 결합기(172)에 있어서는, 각 BS로부터의 파장 λBS1′로부터 λBSN′의 광신호는 각각의 파장에 의해

각 단자로 분파되고, 각각 광수신기에 의해 수신된다.

따라서, 수신처의 BS가 BS3으로부터 BS4로 전환된 경우에는, 출력 단자를 파장 λBS3′로부터 λBS4′로 변경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선택 스위치에 의해 광수신기를 전환하여 수신한다.

그렇지만, 무선통신 단말의 이동에 의한 기지국의 변환이 빈번하게 생기면 총괄국에 있어서, 각 광송수신기의 선택 

스위치 등의 선택 합성을 하는 처리가 과대하게 되어 총괄국의 처리 능력이 너무 커진다고 하는 문제가 있었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그래서, 본 발명의 개괄적인 목적은 상기 종래 기술의 문제점을 해결한 신규하고 유용한 무선 기지국 네트워크 시스

템을 제공하는 것이다.

본 발명이 상세한 목적은, 무선통신 단말의 이동에 의해 기지국의 전환이 일 어나도, 총괄국에 있어서의 처리를 경감

시키고 효율적인 무선 기지국 네트워크 시스템 및 그 기지국 전환 방법을 제공하는 것이다.

상기 목적은, 복수의 셀에 배치된 기지국과, 이를 총괄하는 총괄국이 광섬유(optical fiber)로 파장다중 전송에 의해 

접속되어 있는 무선 기지국 네트워크 시스템에 있어서, 상기 기지국은 소정의 파장의 광신호를 송신하는 파장 가변 

송신기와, 상기 파장 가변 송신기로부터의 광신호를 파장다중 전송하기 위해서 합파하는 광결합기를 구비하고, 상기 

총괄국은 파장다중 전송된 광신호의 파장을 수신하는 복수의 광수신기와, 복수의 상기 기지국에 의해 파장다중 전송

되어 온 광신호를 각 파장으로 각각 상기 광수신기에서 분파하는 광결합기를 구비하고, 상기 기지국과 통신하는 무선

통신 단말이 이동하여 통신하는 기지국을 변경한 경우, 무선통신 단말의 이동처 기지국은 상기 파장 가변 송신기의 

파장을 제어하고, 이동전의 기지국이 송신한 광신호 파장과 동일의 광신호 파장으로 상기 총괄국에 송신하는 무선통

신 네트워크 시스템에서 달성된다.

여기서, 상기 광결합기로는, 예를 들면 WDM 결합기이지만, 광신호를 파장마다 분파 및 합파할 수 있으면 임의의 장

치이어도 좋다.

또, 본 발명의 다른 목적은 상기 무선통신 네트워크 시스템의 소프트 핸드오버 중의 이동국의 통신 품질을 향상시키

는 것이다.

상기 목적은, 무선통신 단말과 통신하는 복수의 기지국과, 이 각 기지국을 총괄적으로 제어하고, 외부 통신 네트워크

와 통신하는 총괄국과, 상기 각 기지국 및 상기 총괄국을 접속하는 광섬유 회선을 가지고, 상기 각 기지국은 무선통신

단 말로부터 송신된 신호를 수신하고, 이 수신 신호를 광신호로 변환하고, 광섬유 회선을 통해 상기 총괄국에 송신하

는 무선 기지국 네트워크 시스템에 있어서, 상기 각 기지국은 무선통신 단말로부터 송신된 신호를 발신원의 무선통신

단말마다 고유하게 할당된 파장을 가지는 광신호로 변환하는 신호변환 수단을 가지고, 상기 총괄국은 동일의 무선통

신 단말로부터 송신된 신호가 적어도 2개의 기지국에 의해 수신되고, 각각 상기 신호변환 수단에 의해 동일한 파장을 

가지는 광신호로 변환되어 이루어진 광신호를 광섬유 회선을 통해 동시에 수신하고, 전기신호로 변환하여 출력하는 

광신호 수신 수단과, 이 출력 신호를 등화합성 처리하는 등화합성 처리 수단을 가지는 구성을 채택하는 무선 기지국 

네트워크 시스템에서 달성된다.

또한, 본 발명의 다른 목적, 특징, 이점은 첨부 도면과 함께 하는 이하의 상세한 설명에서 명확히 된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종래의 무선 기지국 네트워크 시스템의 개략을 부분적으로 나타내는 도이다.

도 2는 종래의 예에 있어서의 총괄국 내의 WDM 결합기(coupler)의 예를 나타내는 도이다.

도 3은 본 발명의 실시의 형태 1과 관련되는 무선통신 시스템의 개략을 부분적으로 나타내는 도이다.

도 4는 실시의 형태 1에 있어서의 총괄국 내의 WDM 결합기의 예를 나타내는 도이다.

도 5는 본 발명의 실시의 형태 2와 관련되는 무선통신 시스템의 개략을 부분적으로 나타내는 도이다.

도 6은 실시의 형태 2에 있어서의 BS내의 WDM 결합기의 예를 나타내는 도이다.

도 7은 본 발명의 실시의 형태 3과 관련되는 무선통신 시스템의 개략을 부분적으로 나타내는 도이다.

도 8은 실시의 형태 3에 있어서의 BS내의 WDM 결합기의 예를 나타내는 도이다.

도 9는 본 발명의 실시의 형태 4와 관련되는 무선통신 시스템의 개략을 부분적으로 나타내는 도이다.

도 10은 본 발명의 실시의 형태 5와 관련되는 무선통신 시스템의 개략을 부분적으로 나타내는 도이다.

도 11은 본 발명의 실시의 형태 6과 관련되는 무선통신 시스템의 개략을 부분적으로 나타내는 도이다.

도 12는 본 발명의 실시의 형태 7과 관련되는 무선통신 시스템의 개략을 부분적으로 나타내는 도이다.

도 13은 본 발명의 실시의 형태 7과 관련되는 무선통신 시스템의 개략을 부분적으로 나타내는 도이다.

도 14는 본 발명의 실시의 형태 8과 관련되는 무선통신 시스템의 개략을 부분적으로 나타내는 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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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5는 총괄국에 있어서 다이버시티(diversity) 등화부를 마련하지 않았던 경우에 생길 수 있는 간섭의 원인이 될 시

간차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한 개략도이다

도 16은 본 발명의 실시의 형태 9와 관련되는 무선통신 시스템의 개략을 부분적으로 나타내는 도이다.

도 17은 본 발명의 실시의 형태 10과 관련되는 무선통신 시스템의 개략을 부분적으로 나타내는 도이다.

도 18은 복수의 기지국이 메쉬(mesh) 형상으로 접속된 경우를 나타내는 도이다.

도 19는 복수의 기지국이 클러스터(cluster) 형으로 접속된 경우를 나타내는 도이다.

실시예

이하, 본 발명의 실시의 형태를 도면에 기초하여 설명한다.

우선, 도 3 및 4를 이용하여 본 발명의 실시의 형태 1에 대해 설명한다.

도 3은 본 발명의 실시의 형태 1과 관련되는 무선통신 시스템의 개략을 부분적으로 나타내는 도이다.

총괄국(40)과 기지국(BS)은 광섬유에 의해 루프(loop) 형상으로 접속되어 있고 파장다중 전송에 의해 광신호의 송수

신이 되고 있다.

총괄국(40)에 있어서는, 각 광파장을 송신하는 광송신기로서 파장 가변 광원(44)이 구비되고, WDM 결합기(45)에 의

해 각각의 광신호가 파장다중 전송되기 위해서 합파되어 BS에 전송된다.

각 기지국 BS1∼BS7에 있어서는, 각각의 WDM 결합기(55)에 의해 자기 앞으로의 파장의 광신호가 분파되고, 광수

신기(53)에 의해 수신된다. 광수신기(53)로부터의 신호는 액세스계 무선(BS와 무선통신 단말간의 무선통신) 송수신

기(52)에 의해 안테나(51)를 통해 무선통신 단말(MS)에 무선 전송된다. 무선통신 단말로부터의 무선 신호는 안테나(

51)를 통해 액세스계 무선 송수신기(52)에 의해 수신되고, 파장 가변 광원(54)에 의해 임의의 파장의 광신호로 변환

되고, WDM 결합기(55)에 의해 파장다중 전송되기 위해서 합파된다.

총괄국(40)에서는, 각 BS로부터의 광신호는 WDM 결합기(45)에 의해 각각의 파장마다 분파되고, 광수신기(43)에 의

해 수신된다.

여기서, MS1이 BS3과 통신하고 있는 경우, BS3은 MS1로부터의 정보를 파장 λMS1로 총괄국에 송신하고 있다. 이

때 MS1이 이동함으로써 BS4와 통신을 시작한 경우에는, BS4는 파장 가변 광원(54)의 파장을 λMS1로 하여 총괄국

(40)에 송신함으로써, 총괄국(40)에서는 전환조작을 하는 일 없이 파장 λMS1의 신호를 계속하여 수신하는 것이 가

능해진다.

이에 의해, MS1이 BS3으로부터 BS4로 기지국의 전환이 실현된다.

도 4는 실시의 형태 1에 있어서의 총괄국 내의 WDM 결합기의 예를 나타내는 도이다.

WDM 결합기(452)에 있어서는, 각 BS로부터의 파장 λMS1∼λMSN의 광신호는 각각의 파장에 의해 각 단자로 분

파되고, 각각 광수신기(43)에 의해 수신된다.

실시의 형태 1에 있어서는, MS가 이동한 것에 의해 기지국의 전환이 일어나 도, 그 MS에 관해서 BS로부터의 파장은

변화하지 않기 때문에, 동일의 출력 단자로부터 광신호가 분파되므로 동일의 광수신기(43)로 수신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어 전환조작이 불필요하게 된다.

다음으로, 도 5 및 6을 이용하여 본 발명의 실시의 형태 2에 대해서 설명한다.

도 5는 본 발명의 실시의 형태 2와 관련되는 무선통신 시스템의 개략을 부분적으로 나타내는 도이다.

총괄국(60)과 기지국(BS)은 광섬유(30)에 의해 루프 형상으로 접속되어 있고 파장다중 전송에 의해 광신호의 송수신

이 되고 있다.

총괄국(60)에 있어서는, 송신하는 광파장을 가변할 수 있는 파장 가변 광원(64)이 구비되고, WDM 결합기(65)에 의

해 각각의 광신호가 파장다중 전송되기 위해서 합파되어 BS에 전송된다.

각 BS1∼BS7에 있어서는, 각각의 WDM 결합기(75)에 의해 자기 앞으로의 파장의 광신호가 분파되고 광수신기(73)

에 의해 수신된다. 광수신기(73)로부터의 신호는 액세스계 무선 송수신기(72)에 의해 안테나(71)를 통해 무선통신 단

말(MS)에 무선 전송된다. 무선통신 단말로부터의 무선 신호는 안테나(71)를 통해 액세스계 무선 송수신기(72)로 수

신되고, 파장 가변 광원(74)에 의해 임의의 파장의 광신호로 변환되고, WDM 결합기(75)에 의해 파장다중 전송되기 

위해서 합파된다.

총괄국(60)에서는, 각 BS로부터의 광신호는 WDM 결합기(65)로 각각의 파장마다 분파되고, 광수신기(63)에 의해 수

신된다.

여기서, MS1이 BS3과 통신하고 있는 경우, 그 통신 정보는 총괄국(60)으로부터 파장 λBS3으로 BS3에 송신하고 있

다. 다음에, MS가 이동함으로써 BS4와 통신을 시작한 경우에는, 총괄국(60)은 파장 가변 광원의 파장을 λBS3으로

부터 λBS4로 변경하여 송신함으로써 BS의 전환이 실현된다.

이에 의해, 총괄국(80)에서는 송신기인 파장 가변 광원의 파장을 제어하는 것만으로 BS의 전환이 실현된다.

도 6은 실시의 형태 2에 있어서의 BS내의 WDM 결합기의 예를 나타내는 도이다. WDM 결합기(751)에서는 총괄국(6

0) 또는 다른 BS로부터의 파장 λBS1∼λBSN의 광신호 중, 자기 BS 앞으로의 파장의 광신호 λBSM이 분파되고 다

른 신호는 통과한다. BS의 파장 가변 광원으로부터의 신호는 WDM 결합기(752)에 의해 파장다중 전송되기 위해서 

합파된다.

따라서, MS1이 BS3으로부터 BS4와의 통신으로 전환될 때, 총괄국에 있어서, 그 통신 정보를 전송하는 파장 가변 광

원의 파장을 λBS3으로부터 λBS4로 변경하여 송신함으로써 BS의 전환이 실현된다.

다음으로, 도 7 및 8을 이용하여 본 발명의 실시의 형태 3에 대해서 설명한다.

도 7은 본 발명의 실시의 형태 3과 관련되는 무선통신 시스템의 개략을 부분적으로 나타내는 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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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괄국(80)과 기지국(BS)은 광섬유(30)에 의해 루프 형상으로 접속되어 있고, 파장다중 전송에 의해 광신호의 송수

신이 되고 있다.

총괄국(80)에 있어서는, 각 광파장을 송신하는 광송신기(84)가 구비되고, WDM 결합기(85)에 의해 각각의 광신호가 

파장다중 전송되기 위해서 합파되어 BS에 전송된다.

또한, 광송신기(84)의 송신 광원은 MS 마다 준비한다. 예를 들면, MS1이 BS3과 최초로 통신을 개시했을 때에는, MS

1의 송신 광원의 파장은λBS3으로 설정된다.

각 BS1∼BS7에 있어서는, 각각의 가변 WDM 결합기(95)에 의해 임의의 파장의 광신호가 분파되고, 광수신기(93)에

의해 수신된다. 광수신기(93)로부터의 신호는 액세스계 무선 송수신기(92)에 의해 안테나(91)를 통해 무선통신 단말(

MS)에 무선 전송된다.

무선통신 단말로부터의 무선 신호는 안테나(91)를 통해 액세스계 무선 송수신기(92)에 의해 수신되고, 파장 가변 광

원(94)으로 소정의 파장의 광신호로 변환되고, WDM 결합기(95)에 의해 파장다중 전송되기 위해서 합파된다. 또한, 

파장 가변 광원(94)은 그 광원의 출력 파장을 임의로 제어할 수가 있는 광원이다.

총괄국(80)에서는, 각 BS로부터의 광신호는 WDM 결합기(85)에 의해 각각의 파장마다 분파되고, 광수신기(83)에 의

해 수신된다.

여기서, MS1이 BS3과 통신하고 있는 경우, 그 통신 정보는 총괄국으로부터 파장 λBS3으로 BS3에 송신하고 있다. 

다음으로, MS가 이동함으로써 BS4와 통신을 시작한 경우에서도, 총괄국(80)은 기지국용의 송신 파장을 변경하지 않

는다. 즉, 무선통신 단말이 기지국을 변경해도 이동전의 기지국의 광신호의 파장 λBS3을 변경하지 않고 그대로 BS4

에 송신한다.

한편, BS4는 파장 λBS3으로 전송되고 있는 MS1용의 총괄국(80)으로부터의 신호를 가변 WDM 결합기(85)로 분파

하여 광수신기(93)로 수신하고, 액세스계 무선 송수신기(92)에 의해 안테나(91)를 통해 MS1에 무선 전송한다.

이에 의해, 총괄국(80)에서는 광송신기의 변환이나 파장을 제어하는 조작을 하는 일 없이 MS1과 계속 통신하는 것이

가능해져 BS의 전환이 실현된다.

도 8은 실시의 형태 3에 있어서의 BS내의 WDM 결합기의 예를 나타내는 도이다.

WDM 결합기(951)에서는 총괄국(80) 또는 다른 BS로부터의 파장 λBS1∼λBSN의 광신호 중, 소정의 파장의 광신

호 λBSM가 분파되고 다른 신호는 통과한다. BS의 파장 가변 광원(94)으로부터의 신호는 WDM 결합기(952)에 의해

파장다중 전송되기 위해서 합파된다.

따라서, MS1이 BS3으로부터 BS4와의 통신으로 전환될 때, BS4로 가변 WDM 결합기의 분파 파장을λBS3으로 제

어함으로써, 총괄국(80)으로부터의 광신호는 BS4에 전송되어 BS의 변환이 실현된다.

다음으로, 도 9를 이용하여 본 발명의 실시의 형태 4에 대해서 설명한다.

도 9는 본 발명의 실시의 형태 4와 관련되는 무선통신 시스템의 개략을 부분적으로 나타내는 도이다.

총괄국(100)과 기지국(BS)은 광섬유(30)에 의해 루프 형상으로 접속되어 있다.

총괄국(100)에 있어서는, MUX/DEMUX(102)에 의해 분리된 신호는 주파수 가변 엔트런스(entrance) MOD(104)에 

의해 엔트런스용 무선 신호로 변환되고 주파수 선택형 결합기(105)에 의해 주파수다중 되고, E/O(106)에 의해 서브

캐리어 광전송에 의해 BS에 전송된다.

각 BS1∼BS7에 있어서는, 각각의 O/E(115)에 의해 주파수다중 된 무선 신호로 변환되고, 주파수 선택형 결합기(114

)에 의해 소정의 엔트런스 무선 주파수의 신호가 분파되고, 주파수 가변 엔트런스 DEM(1131)(또한, 주파수 가변 엔

트런스 MODEM(113)는 복조를 하는 주파수 가변 엔트런스 DEM(1131)와 변조를 하는 주파수 가변 엔트런스 MOD(

1132)에 의해 구성되어 있다.)에 의해 복조된다. 주파수 가변 엔트런스 DEM(1131)로 복조된 디지털 신호는 액세스

계 무선 송수신기(112)에 의해 무선통신 단말용의 무선 주파수 신호로 변환되고, 안테나(111)를 통해 무선통신 단말(

MS)에 무선 전송된다.

무선통신 단말로부터의 무선 신호는 안테나(111)를 통해 액세스계 무선 송수신기(112)에 의해 수신되고 디지털 신호

로 변환된다. 이 디지털 신호는, 다음에 주파수 가변 엔트런스 MOD(1132)에 의해 엔트런스용 무선 신호(주파수 fMS

1)로 변환된다. 그 출력 신호는 주파수 선택형 결합기(114)에 의해 다중되고, E/O(116)에 의해 서브캐리어 광전송으

로 총괄국 또는 다른 BS에 전송된다.

총괄국(100)에서는, 각 BS로부터의 광신호는 O/E(107)에 의해 주파수다중 된 무선 신호로 변환되고, 주파수 선택형 

결합기(105)에 의해 각각의 주파수마다 분파되고, 각각의 출력은 주파수 가변 엔트런스 DEM(103)에 의해 복조되어 

디지털 신호로 된다.

여기서, MS1이 BS3과 통신하고 있는 경우, BS3은 MS1로부터의 정보를 주파수 fMS1의 주파수 가변 엔트런스용 무

선 신호로 변조하고, 서브캐리어 광전송에 의해 총괄국(100)에 송신하고 있다.

이때 MS1이 이동함으로써 BS4와 통신을 시작한 경우에는, BS4는 주파수 가변 엔트런스 MOD(1132)의 캐리어(즉, 

엔트런스 무선 주파수)를 제어하고, MS1로부터의 정보를 주파수 fMS1의 엔트런스용 무선 주파수로 변조하고, 서브

캐리어 광전송에 의해 총괄국(100)에 송신한다. 총괄국(100)에서는 동일한 엔트런스 무선 주파수 fMS1의 신호를 수

신함으로써 MS1의 신호를 수신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이에 의해, MS1이 BS3으로부터 BS4로의 기지국의 전환이 실현된다.

다음으로, 도 10을 이용하여 본 발명의 실시의 형태 5에 대해 설명한다.

도 10은 본 발명의 실시의 형태 5와 관련되는 무선통신 시스템의 개략을 부분적으로 나타내는 도이다.

총괄국(120)과 기지국(BS)은 광섬유(30)에 의해 루프 형상으로 접속되어 있다.

총괄국(120)에 있어서는, MUX/DEMUX(122)에 의해 분리된 신호는 주파수 가변 엔트런스 MOD(124)에 의해 엔트

런스용 무선 신호(주파수 fBS1∼fBSN)으로 변조되고, 주파수 선택형 결합기(125)에 의해 주파수다중 되고, E/O(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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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해 서브캐리어 광전송으로 각 BS에 전송된다.

각 BS1∼BS7에 있어서는, 각각의 O/E(135)에 의해 주파수다중 된 무선 신호로 변환되고, 주파수 선택형 결합기(134

)에 의해 자기 BS 앞으로의 주파수의 신호 가 분파되고, 주파수 가변 엔트런스 DEM(1331)(또한, 주파수 가변 엔트런

스 MODEM(133)는 복조를 하는 주파수 가변 엔트런스 DEM(1331)와 변조를 하는 주파수 가변 엔트런스 MOD(133

2)에 의해 구성되어 있다. )에 의해 복조된다. 가변 엔트런스 DEM(1331)로 복조된 디지털 신호는 액세스계 무선 송

수신기(132)에 의해 안테나(131)를 통해 무선통신 단말(MS)에 무선 전송된다. 무선통신 단말로부터의 무선 신호는 

안테나(131)를 통해 액세스계 무선 송수신기(132)에 의해 수신되어 디지털 신호로 변환된다. 다음으로, 이 디지털 신

호는 주파수 가변 엔트런스 MOD(1332)에 의해 엔트런스용 무선 신호로 변조된다. 이 출력 신호는 주파수 선택형 결

합기(134)에 의해 주파수다중 되고 E/O(136)에 의해 서브캐리어 광전송으로 총괄국(120) 또는 다른 BS에 전송된다.

총괄국(120)에서 각 BS로부터의 광신호는, O/E(127)에 의해 주파수다중 된 무선 신호로 변환되고, 주파수 선택형 결

합기(125)에 의해 각각의 주파수마다 분파되고, 각각의 출력은 엔트런스 DEM(123)에 의해 디지털 신호로 복조된다.

여기서, MS1이 BS3과 통신하고 있는 경우, 총괄국(120)은 그 정보를 주파수 fBS3의 엔트런스용 무선 신호로 변조하

고 서브캐리어 광전송에 의해 BS3에 송신하고 있다.

이때 MS1이 이동함으로써 BS4와 통신을 시작할 경우에는, 총괄국(120)은 주파수 가변 엔트런스 MOD(124)의 캐리

어(즉, 엔트런스 무선 주파수)를 제어하고, fBS3의 엔트런스 무선 주파수로부터 fBS4의 엔트런스 무선 주파수로 변

환하고, 서브캐리어 광전송에 의해 BS4에 송신한다. 이에 의해, 총괄국(120)에서는 주파수 가 변 엔트런스 MOD(124

)의 캐리어를 제어함으로써 BS3으로부터 BS4로 신호의 발송지를 변경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어 BS의 전환이 실현된

다.

다음으로, 도 11을 이용하여 본 발명의 실시의 형태 6에 대해 설명한다.

도 11은 본 발명의 실시의 형태 6과 관련되는 무선통신 시스템의 개략을 부분적으로 나타내는 도이다.

총괄국(140)과 기지국(BS)은 광섬유(30)에 의해 루프 형상으로 접속되어 있다.

총괄국(140)에 있어서는, MUX/DEMUX(142)에 의해 분리된 신호는 주파수 가변 엔트런스 MOD(144)에 의해 엔트

런스용 무선 신호(주파수 fBS1∼fBSN)로 변조되고, 주파수 선택형 결합기(145)에 의해 주파수다중 되고, E/O(146)

에 의해 서브캐리어 광전송으로 각 BS에 전송된다.

각 BS1∼BS7에 있어서는, 각각의 O/E(155)에 의해 주파수다중 된 무선 신호로 변환되고, 가변 주파수 선택형 결합

기(154)에 의해 소정의 주파수의 신호가 분파되고, 주파수 가변 엔트런스 DEM(1531)(또한, 주파수 가변 엔트런스 M

ODEM(153)는 복조를 하는 주파수 가변 엔트런스 DEM(1531)와 변조를 하는 주파수 가변 엔트런스 MOD(1532)에 

의해 구성되어 있다. )에 의해 복조된다. 가변 엔트런스 DEM(1531)로 복조된 디지털 신호는 액세스계 무선(BS와 무

선통신 단말간의 무선통신) 송수신기(152)에 의해 안테나(151)를 통해 무선통신 단말(MS)에 무선 전송된다.

무선통신 단말로부터의 무선 신호는, 안테나(151)를 통해 액세스계 무선 송 수신기(152)에 의해 수신되어 디지털 신

호로 변환된다. 이 디지털 신호는 주파수 가변 엔트런스 MOD(1532)에 의해 엔트런스용 무선 신호로 변환된다. 그 출

력 신호는 가변 주파수 선택형 결합기(154)에 의해 다중되고, E/O(156)에 의해 서브캐리어 광전송으로 총괄국(140) 

또는 다른 BS에 전송된다.

총괄국(140)은, 각 BS로부터의 광신호는 O/E(147)에 의해 주파수다중 된 무선 신호로 변환되고, 주파수 선택형 결합

기(145)에 의해 각각의 주파수마다 분파 되고, 각각의 출력은 주파수 가변 엔트런스 DEM(143)에 의해 디지털 신호

로 복조된다.

여기서, MS1이 BS3과 통신하고 있는 경우, 총괄국(140)은 그 정보를 주파수 fBS3의 엔트런스용 주파수로 변조하고,

서브캐리어 광전송에 의해 BS3에 송신하고 있다.

이때 MS1이 이동함으로써 BS4와 통신을 시작해도, 총괄국(140)은 주파수 fBS3의 엔트런스용 무선 신호로 서브캐리

어 광전송에 의해 BS4에 송신한다.

한편, BS4는 가변 주파수 선택형 결합기(154)의 분파 주파수를 fBS3이 되도록 제어하고, 총괄국(140)으로부터의 주

파수 fBS3의 엔트런스용 무선 신호를 수신한다.

이에 의해, 주파수의 전환조작을 하는 일 없이 BS3으로부터 BS4로 신호의 발송지를 변경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어 B

S의 변환이 실현된다.

다음으로, 도 12 및 13을 이용하여 본 발명의 실시의 형태 7에 대해서 설명한다.

도 12 및 13은 본 발명의 실시의 형태 7과 관련되는 무선통신 시스템의 개략을 부분적으로 나타내는 도이다.

본 실시 형태는 통신 네트워크가 클러스터(cluster) 형으로 구축된 경우에 있어서, 무선통신 단말(MS)이 클러스터 1

로부터 클러스터 2로 로밍(roaming)하는 경우를 나타내고, 도 12는 상향링크(up link) 회선의 제어, 도 13은 하향링

크(down link) 회선의 제어의 모습을 각각 나타낸다.

도 12에서 MS1이 클러스터 1의 BS6과 통신하고 있을 때, BS6은 MS1로부터의 정보를 파장 λMS1로 클러스터 총

괄국 1에 송신하고 있다.

이때 MS1이 이동함으로써, 클러스터를 변경하여 클러스터 2의 BS2와 통신을 시작한 경우를 생각한다. 본 실시예에

서는 이 경우, 클러스터 1의 클러스터 총괄국 1은 MS1로부터의 신호를 이동전의 BS6이 송신하고 있었던 파장과 동

일의 파장 λMS1로 클러스터 2의 클러스터 총괄국 2를 향해 총괄국(160)에 송신한다.

총괄국(160)에서는, 클러스터 2에서 파장 λMS1을 사용하고 있지 않으면, 클러스터 총괄국 1로부터의 파장 λMS1

에 실린 MS1의 신호를 그대로 파장 변환하지 않고 중계하여 클러스터 총괄국 2에 송신한다.

한편, 클러스터 2에서 파장 λMS1을 사용하고 있으면, 총괄국(160)은 클러스터 총괄국 1로부터의 파장 λMS1을 클

러스터 2에서 사용하고 있지 않은 파장 λMS1′로 파장 변환하여 클러스터 총괄국 2에 송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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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MS1이 이동한 클러스터 2의 BS2는, MS1로부터의 신호를 이동전의 클러스터 1의 BS6이 클러스터 총괄국 1로 

송신하고 있던 파장과 동일한 파장 λMS1로 클 러스터 총괄국 2에 송신한다. 또한, 클러스터 2에서 파장 λMS1을 

사용하고 있으면, 클러스터 2의 BS2는 클러스터 2에서 사용하고 있지 않은 파장 λMS1′로 클러스터 총괄국 2에 송

신한다.

이에 의해, 무선통신 단말은 클러스터와 기지국을 전환할 수가 있다.　또, 이에 의해 심-리스(seamless)인 클러스터

간의 핸드오버를 실현할 수가 있다.

도 13에서 MS1이 클러스터 1의 BS6과 통신하고 있을 때, BS6은 클러스터 총괄국 1로부터의 정보를 파장 λMS1로 

수신하고 있다.

이때 MS1이 이동함으로써 클러스터를 변경하여 클러스터 2의 BS2와 통신을 시작할 경우를 생각한다. 본 실시예에

서는 이 경우, 클러스터 1의 클러스터 총괄국 1은 MS1용의 신호를 이동전의 BS6에 송신하고 있었던 파장과 동일한 

파장 λMS1로 클러스터 2의 BS2를 향해 총괄국(160)에 송신한다.

총괄국(160)에서는 클러스터 2로 파장 λMS1을 사용하고 있지 않으면, 클러스터 총괄국 1로부터의 파장 λMS1에 

실린 MS1의 신호를 그대로 파장 변환하지 않고 중계하여 클러스터 총괄국 2에 송신한다.

한편, 클러스터 2에서 파장 λMS1을 사용하고 있으면, 총괄국(160)은 클러스터 총괄국 1로부터의 파장 λMS1을 클

러스터 2에서 사용하고 있지 않은 파장 λMS1′로 파장 변환하여 클러스터 총괄국 2에 송신한다.

클러스터 총괄국 2는 MS1용의 신호를 파장 λMS1 또는 파장 λMS1′에 의해 이동처의 BS2에 송신한다. BS2는 액

세스계 무선(BS와 무선통신 단말간의 무선통신) 주파수로 변환하여 MS1에 무선 전송한다.

이에 의해, 무선통신 단말은 클러스터와 기지국을 전환할 수가 있다. 또, 이에 의해 심-리스인 클러스터간의 핸드오버

를 실현할 수가 있다.

또한, 상기 실시의 형태 1 내지 7에 있어서, 합파용(合波用)과 분파용(分波用)으로 WDM 결합기를 나누어 설명한 곳(

예를 들면, 도 4, 도 6, 도 8)이 있지만, 합파 기능용과 분파용 기능에 주목한 것으로, 하나의 WDM 결합기로 양쪽 기

능을 가지는 것을 사용해도 좋다.

또한, 복수의 기지국과 이를 총괄하는 총괄국간을 엔트런스용 무선 신호로 서브캐리어 광전송에 의해 접속하는 대신

에 이동 통신용 무선 신호로 서브캐리어 광전송에 의해 접속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상 설명한 것처럼, 본 발명의 실시의 형태 1 내지 7에 의하면, 복수의 기지국이 이를 총괄하는 총괄국이 파장다중 

전송으로 접속되어 있는 무선 기지국 네트워크 시스템에 있어서, 기지국과 무선통신 단말의 통신에 대해 파장을 할당

하고, 휴대 단말이 이동함으로써 기지국의 전환이 일어나는 경우에, 기지국이나 총괄국에서 정보를 전송하는 광신호

의 파장을 제어함으로써 총괄국에서는 전환조작이 불필요해지게 되어 제어를 간단화 할 수가 있다.

또, 서브캐리어 광전송과 조합해서 그 서브캐리어의 주파수를 제어함으로써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또한, 클러스터형 네트워크에 적용함으로써 확장성이 높은 무선 기지국 네트워크 시스템을 실현할 수 있음과 동시에,

무선통신 단말이 클러스터간을 로밍하는 것도 할 수 있다.

다음으로, 도 14 및 15를 이용하여 본 발명의 실시의 형태 8에 대해서 설명한다. 도 14는 본 발명의 실시의 형태 8과 

관련되는 무선통신 시스템의 개략을 부분적으로 나타내는 도이다.

소프트 핸드오버를 실행중, 총괄국은 동일의 이동국으로부터 송신된 신호를, 2개의 기지국에 있어서 변환된 광신호로

써 각각을 동시에 수신하고, 양자를 감시함으로써 핸드오버를 한다. 여기서, 위에서 언급한 실시형태 1 내지 7에 의하

면, 광신호로 변환되는 기지국에 의해 총괄국(201)에 도달할 시간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양쪽 광신호가 동일의 파장

을 가지기 때문에 동일의 수신기로 수신되고, 양쪽 신호간에 간섭이 일어나 통신의 확립이 곤란하게 되는 우려가 있

다. 그래서, 본 실시 형태에서는 광수신 장치의 후단에 있어서 등화합성(等化合成) 처리를 하도록 한다.

도 14에 있어서 총괄국(201)과 복수의 기지국(여기에서는, 예로서 BS1∼BS7라 함)은 광섬유 회선으로 루프 형상으

로 접속되어 있다. 여기에서는, 예를 들면 WDM가 적용되어 있다. 각 기지국은 셀 마다 설치되고 각 셀내에 위치하는 

무선통신 단말과의 무선통신을 관할한다. 광섬유의 종류·성능 및 기지국간 거리는 임의이어도 좋다. 또, 여기에서는 

총괄국 및 각 기지국은 광신호를 파장다중 전송 방식으로 서로 통신하는 것으로 한다.

총괄국(201)은, 제어부(202)와, MUX/DEMUX(203)와, 파장 가변 광원(204)과, WDM 결합기(205)와, 광수신 장치(

206)와 다이버시티 등화부(207)를 갖는다.

제어부(202)는 총괄국(201)에 의해 관리되는 기지국(BS1∼BS7) 네트워크와 외부의 통신 네트워크(여기에서는, “백

본(backbone) 네트워크”라 함)의 사이의 통신을 제어한다.

MUX/DEMUX(203)는 백본 네트워크로부터 수신한 다중화 된 신호의 분리 및 백본 네트워크에 송신하는 신호의 다

중화를 한다.

파장 가변 광원(204)(여기에서는, N종류의 파장：1, 2,...,N, 에 대응)은 전기신호인 송신 신호를 송신처의 이동국 마

다 고유의 임의의 파장의 광신호로 변환한다. 여기에서는, 각 이동국에 하나의 파장이 할당되고, 파장 가변 광원도 파

장마다, 즉 상정되는 최대 허용 이동국수만 설치되고 있는 것으로 한다.

WDM 결합기(205)는 파장이 다른 송신 광신호를 합파 처리하고, 또 수신한 합파 광신호를 파장마다 분파한다.

광수신 장치(206)는 복수의 광수신기로 이루어지고, 파장마다 분파된 광신호를 수신하고 각각 전기신호로 변환한다. 

여기에서는, 각 이동국에 하나의 파장이 할당되고, 광수신기도 파장마다, 즉 상정되는 최대 허용 이동국수만 설치되고

있는 것으로 한다. 즉, 동일의 이동국으로부터 송신된 신호가 변환되어 이루어지는 광신호는 어느 기지국으로부터 송

신된 광신호이어도 동일의 수신기에 의해 전기신호로 변환된다.

다이버시티 등화부(207)는 광수신 장치(206)의 후단에 설치되고, 전기신호로 변환된 수신 신호 중, 원래의 송신원이 

동일의 이동국인 신호에 대해서, 즉 총괄국(201)에 입력된 단계에서 동일 파장을 가지는 광신호인 수신 신호에 대해

서, 등화합성 처리를 하고 도착에 시간차가 있는 신호를 등화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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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각 기지국의 구성을 기지국 BS2를 예로 나타낸다. 또한, 어느 기 지국도 동일한 구성인 것으로 한다. 각 기

지국은 WDM 결합기(208)와, 광수신기(209)와, 액세스계 무선 송수신부(210)와, 안테나(211)와, 무선 송수신기(212

)와, 액세스계 MODEM(213)와 파장 가변 광원(214)을 갖는다.

WDM 결합기(208)는 총괄국(201)으로부터 송신된 합파 광신호 중에서 자국 앞으로의 파장의 광신호를 분파하여 받

아들이고, 또, 총괄국(201)에 송신하는 광신호를 합파한다.

광수신기(209)는 WDM 결합기(208)에 의해 받아들여진 광신호를 수신하고 전기신호로 변환한다.

액세스계 무선 송수신부(210)는, 안테나(211)를 통해 이동국과 무선통신을 하는 무선 송수신기(212)와, 송수신 신호

의 변복조를 하는 액세스계 MODEM(213)를 갖는다.

파장 가변 광원(214)은 이동국으로부터 수신된 전기신호를 수신하고, 그 이동국에 고유의 파장을 가지는 광신호로 변

환한다.

여기서, 상기 구성의 동작을 설명하기 전에, 도 15를 이용하여 위에서 언급한 핸드오버시에 생길 수 있는 간섭에 대해

서 설명한다. 도 15는 총괄국에 있어서 다이버시티 등화부를 마련하지 않았던 경우에 생길 수 있는 간섭의 원인이 될 

시간차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한 개략도이다. 도 15에서는 간략화를 위해, 이동국 MS가 기지국 BS1과 기지국 BS2의 

사이에 핸드오버 상태로 되고, 이동국 MS로부터 송신된 신호는 기지국 BS1을 경유할 경우, 기지국 BS2 및 기지국 B

S3을 차례로 경유해 총괄국(201)에 도달하는 것이라고 하고(이하, “루트 r1”라 함), 기지국 BS2를 경유 할 경우, 기

지국 BS3을 경유해 총괄국에 도달하는 것이라고 한다(이하, “루트 r2”라 함).

총괄국(201)은 루트(route) r1을 거쳐서 온 신호와 루트 r2를 거쳐서 온 신호를 동시에 수신하고, 양자의 회선 품질을

감시·비교하여 소프트(soft) 핸드오버(hand over)를 한다.

또한, 여기에서는 간략화를 위해 기지국 BS1∼BS3에 있어서의 결합기(208) 및 안테나(211) 이외의 신호의 송수신에

필요한 구성은 정리하여 무선 회로부(301)로 표현하는 것으로 한다.

여기서, 도 15에 나타내듯이 신호를 이동국 MS로부터 기지국 BS1까지 전송하는데 필요로 하는 시간을 t1, 신호를 이

동국 MS로부터 기지국 BS2까지 전송하는데 필요로 하는 시간을 t2, 루트 r1을 통과하는 신호를 기지국 BS1로부터 

기지국 BS2까지 전송하는데 필요로 하는 시간을 t12, 루트 r1 및 r2를 통과하는 신호를 기지국 BS2로부터 총괄국(2

01)까지 전송하는데 필요로 하는 시간을 t라고 하면, 루트 r1을 통과하는 경우에 필요로 하는 전체 전송 시간은 t＋t1

＋t12로 표현할 수가 있고, 루트 r2를 통과하는 경우에 필요로 하는 전체 전송 시간은 t＋t2로 표현할 수 있다.

따라서, 동일 이동국 MS로부터 송신된 신호이어도, 루트 r1을 통과하는 신호와 루트 r2를 통과하는 신호와의 사이에,

총괄국(201)에의 도달시간에 대해 시간차 Δt=｜(t1＋t12)－t2｜를 일으키는 것으로 된다.

여기서, 전송 시간 t1, t2, 및 t12는 이동국 MS의 위치나 기지국 BS이 놓여 있는 국의 상황, 및 그 외의 통신 환경요인

에 의해 항상 변동하는 값이다. 따라서, 상기 시간 조정은 곤란하다.

위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루트 r1을 통과하는 신호도 루트 r2를 통과하는 신호도 동일의 파장을 가지기 때문에, 상기

시간차의 결과, 총괄국의 광수신기에 있어서 쌍방이 서로 간섭으로 된다. 따라서, 루트 r1 경유 신호 및 루트 r2 경유 

신호의 동시 수신 및 회선 품질 감시에 의해 소프트 핸드오버는 실행 할 수 있지만, 소프트 핸드오버 실행중의 통신의

확립·유지가 곤란하게 될 우려가 생길 수 있다.

이러한 폐해가 일어나는 우려를 방지하기 위해서 설치되었던 것이 총괄국에 있어서의 다이버시티 등화부(207)이고, 

동일 파장을 가지는 광신호가 수신될 경우, 광수신 장치(206)에 의해 전기신호로 변환된 후, 이들 변환 후의 수신 신

호는 등화합성 처리된다. 이 처리에 의해 지연파를 포함하여 등화합성 되기 때문에 위에서 언급한 간섭의 발생을 막을

수가 있다. 또, 다이버시티 효과도 얻을 수 있어 통신 품질이 향상된다.

다음으로, 도 14에 나타난 무선통신 시스템의 동작에 대해서 설명한다. 또, 여기서 이동국 MS1, MS2를 고려하는 것

으로 하고, 이동국 MS1에 할당된 고유의 파장을 λMS1, 이동국 MS2에 할당된 고유의 파장을 λMS2로 한다.

지금, 이동국 MS1이 기지국 BS3가 관할하는 셀내에 위치하는 것이라 한다. 백본 네트워크를 경유하여 송신되어 온 

이동국 MS1에의 송신 신호는, 우선 총괄국(201)의 제어부(202)에 의해 수신되고, MUX/DEMUX(203)으로 보내진다

.

다음으로, 이동국 MS1에의 송신 신호는 MUX/DEMUX(203)에 의해 분리되고 파장 가변 광원(204)에 의해 파장 λ

MS1을 가지는 광신호로 변환된다.

다음으로, 이동국 MS1에의 송신 신호는 WDM 결합기(205)에 의해 다른 파장의 광신호와 합파되고, 총괄국(201)으

로부터 송신된다.

이와 같이 하여 무선 기지국 네트워크를 경유한 이동국 MS1에의 송신 신호는 기지국 BS3의 WDM 결합기(208)에 의

해 분파되고 받아들여진다.

다음으로, 이동국 MS1에의 송신 신호는 광수신기(209)에 의해 전기신호로 변환되고, 액세스계 무선 송수신부(210)

의 액세스계 MODEM(213)에 의해 변조되고, 무선 송수신기(212)에 의해 안테나(211)를 경유하여 이동국 MS1에 송

신된다.

한편, 이동국 MS1로부터 송신된 신호는, 우선 기지국 BS3의 안테나(211)를 경유하여 액세스계 무선 송수신부(210)

의 무선 송수신기(212)에 의해 수신되고, 액세스계 MODEM(213)에 의해 복조되어 파장 가변 광원(214)에 보내진다.

다음으로, 이동국 MS1로부터의 송신 신호는 파장 가변 광원(214)에 의해 파장 λMS1을 가지는 광신호로 변환되고, 

WDM 결합기(208)에 의해 합파되어 파장다중 전송에 의해 총괄국(201)에 송신된다.

다음으로, 이동국 MS1로부터의 송신 신호는 총괄국(201)의 WDM 결합기(205)에 의해 분파되어 받아들여진다.

다음으로, 이동국 MS1로부터의 송신 신호는, 광수신 장치(206)의 MS1용의 광수신기, 즉 파장 λMS1 용의 광수신기

에 의해 전기신호로 변환되고 다이버시티 등화기(207)에 보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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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이동국 MS1로부터의 송신 신호는 동일 파장의 신호로 시간차를 가지고 도달하는 성분이 존재하면, 다이버

시티 등화기(207)에 의해 등화합성 처리되고 MUX/DEMUX(203)에 보내진다.

다음으로, 이동국 MS1로부터의 송신 신호는, MUX/DEMUX(203)에 의해 다중화 되고, 제어부(202)를 통해 백본 네

트워크에 보내진다.

여기서, 이동국 MS1이 기지국 BS3이 관할하는 셀로부터 기지국 BS4가 관할하는 셀로 이동하는 경우에 대해서 생각

한다. 위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핸드오버중, 기지국 BS3 및 기지국 BS4는 이동국 MS1로부터 수신한 신호를 모두 파

장 λMS1을 가지는 광신호로 변환하여 총괄국(201)에 송신한다.

총괄국(201)은 핸드오버 실행을 위해 기지국 BS3 및 기지국 BS4를 각각 경유해 온 신호를 동시에 수신하고, 각각의 

회선 품질을 감시한다.

여기서, 기지국 BS3으로부터 송신된 파장 λMS1을 가지는 광신호 및 기지국 BS4로부터 송신된 파장 λMS1을 가지

는 광신호는 위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항상 변동하는 시간차를 가지고 총괄국(201)에 도달한다.

수신된 파장 λMS1을 가지는 광신호는, 어느 기지국으로부터 송신된 것도 모두 동일의 광수신기에 의해 전기신호로 

변환된다.

전기신호로 변환된 핸드오버 중의 이동국 MS1로부터 수신한 신호는, 위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다이버시티 등화부(2

07)에 의해 지연파까지 포함해 등화합성 처리된다.

이와 같이 핸드오버 중의 이동국 MS1로부터 송신된 신호를, 어느 기지국을 경유했는지 관계없이 모두 등화합성 처리

함으로써, 총괄국에의 도달 시간차에 의한 간섭을 제거하고, 또 다이버시티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따라서, 이동국이 핸드오버 중에는 이동국으로부터 송신된 신호를 핸드오버를 위한 회선 상황 감시를 위해 동시에 수

신하면서, 핸드오버선의 후보로 되고 있는 기지국의 어느 한 국으로부터 송신된 신호만을 수신 신호로서 취급하는 것

이 아니라, 후보 기지국 모두로부터 송신된 신호를 등화합성 처리함으로써, 핸드오버 중에도 이동국의 위치의 이동이

나 그 외의 통신 환경요인에 관계없이 통화 품질을 유지할 수가 있다.

또한, 여기에서는 다이버시티 등화부(207)가 핸드오버 중의 이동국이 송신한 모든 신호를 등화 처리하는 경우에 대해

서 기술하였지만, 통신 품질의 더욱 향상을 위해, 기존의 형태 및 방법에 의해 취사 선택된 수신 신호만을 등화합성 처

리하도록 해도 좋다.

다음으로, 도 16을 이용하여 본 발명의 실시의 형태 9에 대해서 설명한다. 도 16은 본 발명의 실시의 형태 9와 관련되

는 무선통신 시스템의 개략을 부분적으로 나타내는 도이다. 본 실시 형태는 실시의 형태 8과 대체로 같은 구성을 채택

하고, 단 총괄국이 관리하는 복수의 기지국을 포함한 통신 네트워크에 있어서의 전송 방식에 파장다중 전송 방식 대

신에 서브캐리어 광전송 방식을 이용하는 것이다.

도 16에 있어서 주파수 가변 엔트런스 MOD(401)는, MUX/DEMUX(203)에 의해 분리된 신호를 엔트런스용 무선 신

호로 변조한다. 엔트런스용 무선 신호의 주파수는 이동국 마다 한 주파수가 할당되고, 여기에서는 이동국이 N개 있는

것으로 주파 수 fMS1∼fMSN를 채택한 것으로 한다.

주파수 선택형 결합기(402)는 송신처의 이동국 마다 다른 주파수를 가지도록 변환된 엔트런스용 무선 신호를 주파수

다중 처리하고, 또, 수신한 주파수다중 된 신호중에서 자국 앞으로의 주파수를 가지는 신호를 분파하여 받아들인다.

E/O(403)는 주파수다중 된 신호를 광신호의 서브캐리어에 실어 통신 네트워크에 서브캐리어 광전송 방식으로 송신

한다.

O/E(404)는 수신한 광신호를 주파수다중 된 무선 신호로 변환한다. 주파수 가변 엔트런스 DEM(405)는 엔트런스용 

무선 신호를 복조한다.

엔트런스 MODEM(406)는 받아들여진 엔트런스용 무선 신호를 복조하고 이동국으로부터 수신한 신호를 엔트런스용 

무선 신호로 변조한다.

이와 같이, 전송 방식이 서브캐리어 광전송 방식으로 바뀌어도, 핸드오버 중의 처리에 어떠한 변경은 없으며, 분파 후

의 수신 신호를 다이버시티 등화부(207)에 의해 등화합성 처리함으로써 실시의 형태 8과 동일의 효과를 얻을 수가 있

다.

또, 총괄국 및 각 기지국을 광수신기 및 파장 가변 광원을 생략하는 구성으로 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고, 구성 및/또는 

처리 공정의 축소라고 하는 효과도 얻어진다.

다음으로, 도 17을 이용하여 본 발명의 실시의 형태 10에 대해서 설명한다. 도 17은 본 발명의 실시의 형태 10과 관

련되는 무선통신 시스템의 개략을 부분적으로 나타내는 도이다. 본 실시형태는 실시의 형태 9와 대체로 같은 구성을 

채택하며, 단 엔트런스용 무선신호 대신에 액세스계 무선 신호를 이용하는 것이다.

도 17에 있어서, 주파수 가변 액세스계 MOD(501)는 MUX/DEMUX(203)에 의해 분리된 신호를 액세스계 무선 신호

로 변조한다. 액세스계 무선 신호의 주파수는 이동국 마다 한 주파수가 할당되고, 여기에서는, 이동국이 N개 있는 것

으로써 주파수 fMS1∼fMSN를 채택한 것으로 한다. 주파수 가변 액세스계 DEM(502)는 액세스계 무선 신호를 복조

한다.

이와 같이, 서브캐리어 광전송 방식에 있어서, 서브캐리어에 실리기 전의 단계의 무선 신호를 각 기지국이 이동국과 

무선통신을 할 때에 이용하는 액세스계 무선 신호로 함에 따라, 각 기지국을 액세스계 무선 신호의 변복조기를 생략

하는 구성으로 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어, 실시의 형태 11보다 더욱 기지국의 구성 및/또는 처리 공정을 축소 할 수 있

다고 하는 효과가 얻어진다. 또한, 본 실시의 형태에 의해서도 실시의 형태 8과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은 분명하

다.

또한, 실시의 형태 9 및 10에 있어서는, 광신호의 서브캐리어에 실은 신호를 주파수다중 하는 경우(즉, FDMA)에 대

해서 기술하였지만, 다른 방식, 예를 들면 시분할다중(TDMA), 부호분할다중(CDMA) 등의 방식이어도 좋다. 이 경우,

총괄국 및 각 기지국에 있어서의 분파하는 수단은 각각의 방식에 대응한 것으로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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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상기 실시의 형태에 있어서는, 총괄국이 관리하는 통신 네트워크 내에 있어서, 복수의 기지국이 루프 형상으로 접

속되어 있는 경우에 대해서 주로 기술했지만, 본 발명과 관련되는 기지국 네트워크는, 도 18에 나타내는 것 같은 메쉬

형상이어도 좋고, 실시의 형태 7로 일례를 나타낸 것처럼 도 19에 나타내는 것 같은 클러스터형이어도 좋다.

도에 나타내듯이, 도 18의 경우 기지국 BS5가 총괄국(601)으로 되고, 도 19의 경우 각 클러스터를 각각 총괄하는 클

러스터 총괄국(701), 및 복수의 클러스터 총괄국(701)을 총괄하는 총괄국(702)이 존재한다. 어느 총괄국도 실시의 형

태 8 내지 10에서 기술한 총괄국에 상당한다.

또, 상기 모든 실시 형태에 있어서, 핸드오버하는 것은 당연하면서 이동국인 무선통신 단말에 한정되지만, 본 발명과 

관련되는 무선 기지국 네트워크와 직접 혹은 총괄국을 통해서 무선 기지국 네트워크와 접속된 외부 통신 네트워크 경

유해 통신하는 그 이외의 통신 단말은 이동 무선 단말에 한정되지 않고, PC(Personal Computer) 등의 고정 유선 단

말이어도 좋고, PDA(Personal Digital Assistant) 등의 이동 유선 단말이어도 좋고, 무선 LAN(Local Area Network

) 등의 고정 무선 단말이어도 좋다.

또, 상기 모든 실시 형태에 있어서, 광신호를 분파 및 합파하는 장치로서 주로 WDM 결합기를 예로 들어 설명했지만, 

본 발명은 광신호를 파장마다 분파 및 합파하는 것이 가능한 장치이면, WDM 결합기에 한정되지 않고 임의의 구성·

구조를 가지는 장치를 이용하는 것이 가능하고, 예를 들면, OADM(Optical　Add－Drop　Multiplexer)나, AOTF(Ac

oustic　Optical　Tunable　Filter) 등의 가변 파장 필터 등으로 구성되는 장치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상 설명한 것처럼, 본 발명과 관련되는 무선 기지국 네트워크 시스템에 의하면, 기지국이 총괄국에 광섬유 회선을 

통해 송신하는 광신호의 파장은 이동국 마 다 고유하기 때문에, 이동국이 핸드오버 중인 경우이어도, 총괄국에서는 

하나의 광수신기로 수신할 수가 있다. 따라서, 종래 기술과 비교해 선택 스위치를 생략하는 구성을 할 수가 있기 때문

에 구성 및 처리 공정을 경감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또, 총괄국에 있어서, 광수신기의 후단에 등화합성 처리 수단을 마련함으로써, 총괄국이 다른 기지국으로부터 동일 

파장의 광신호를 수신해도, 이들이 서로 간섭하는 것을 막을 수가 있어 더욱 다이버시티 효과를 얻을 수 있음과 동시

에, 소프트 핸드오버 중의 이동국의 통신 품질을 향상시킬 수가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복수의 셀에 배치된 기지국과, 이 기지국을 총괄하는 총괄국이 광섬유로 접속되고,

상기 기지국은, 기지국과 통신하는 무선통신 단말로부터 신호를 타 기지국 또는 상기 총괄국에로의 신호를 처리하는 

신호변환수단과, 이 신호변환수단으로부터의 신호를 합파하는 결합기를 구비하는 무선 기지국 네트워크 시스템에 있

어서,

상기 기지국과 통신하는 무선통신 단말이 이동하여, 통신하는 기지국을 변경한 경우, 상기 무선통신 단말의 이동처 

기지국은, 상기 신호변환수단의 파장을 제어하고, 이동전의 기지국이 송신한 신호파장과 동일한 신호파장으로 상기 

총괄국에 송신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무선 기지국 네트워크 시스템.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기지국에 마련한 결합기는, 복수의 파장의 신호로부터 특정의 파장만을 분파하고,

상기 총괄국은, 복수의 신호변환수단과, 이 신호변환수단으로부터 신호를 합파하는 결합기를 구비하고,

상기 기지국과 통신하는 무선통신 단말이 이동하여 통신하는 기지국을 변경한 경우, 상기 총괄국은, 상기 신호변환수

단의 파장을 제어하고, 무선통신 단말의 이동처 기지국용의 파장으로 변경하여, 이동처 기지국에 송신하는 것을 특징

으로 하는 무선 기지국 네트워크 시스템.

청구항 3.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기지국에 마련한 결합기는, 가변 결합기로, 복수의 신호로부터 분파하는 신호를 가변으로 하고,

상기 기지국과 통신하는 무선통신 단말이 이동하여 통신하는 기지국을 변경한 경우, 상기 총괄국은, 무선통신 단말이

통신하는 기지국을 변경하여도, 기지국으로 송신하는 신호의 파장은 변경되지 않고 송신하고, 이동처 기지국은, 상기

가변결합기에 의해 상기 총괄국으로부터의 신호의 파장을 분파하여 수신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무선 기지국 네트

워크 시스템.

청구항 4.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기지국의 신호변환수단은, 소정의 파장의 광신호를 송신하는 기능을 구비하고,

상기 기지국의 결합기는, 광결합기로, 상기 신호변환수단으로부터의 광신호를 파장다중 전송하기 위해서 합파하는 

기능을 구비하고,

상기 총괄국은, 파장다중 전송된 광신호의 파장을 수신하는 복수의 광수신기와, 복수의 상기 기지국에 의해 파장다중

전송되어 온 광신호의 각 파장을 각각 상기 광신호기에 분파하는 광결합기를 구비하고,

상기 기지국과 통신하는 무선통신 단말이 이동하여 통신하는 기지국을 변경한 경우, 무선통신 단말의 이동처 기지국

은, 상기 신호변환수단의 파장을 제어하고, 이동전의 기지국이 송신한 광신호 파장과 동일한 광신호 파장으로, 상기 

총괄국에 송신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무선 기지국 네트워크 시스템.

청구항 5.



등록특허  10-0443312

- 11 -

제 2 항에 있어서,

상기 기지국의 결합기는, 광결합기로, 파장다중 전송되는 복수의 파장의 광신호로부터 특정의 파장만을 분파하고,

상기 기지국은, 상기 광결합기에 의해 분파된 광신호를 수신하는 광수신기를 구비하고,

상기 총괄국의 신호변환수단은, 파장다중 전송을 위한 광신호를 송신하는 기능을 구비하고,

상기 총괄국에 마련한 결합기는, 광결합기로, 상기 복수의 신호변환수단으로부터의 광신호를 파장다중 전송하기 위

해서 합파하고,

상기 기지국과 통신하는 무선통신 단말이 이동하여 통신하는 기지국을 변경한 경우, 상기 총괄국은, 상기 신호변환수

단의 파장을 제어하고, 무선통신 단말의 이동처 기지국용 광파장으로 변경하여, 이동처 기지국에 송신하는 것을 특징

으로 하는 무선 기지국 네트워크 시스템.

청구항 6.
제 3 항에 있어서,

상기 기지국에 마련한 가변 결합기는, 가변 광결합기로, 파장다중 전송한 복수의 파장의 광신호로부터 분파하는 파장

을 가변으로 하고,

상기 기지국은, 상기 가변 광결합기에 의해 분파된 광신호를 수신하는 광수신기를 구비하고,

상기 기지국과 통신하는 무선통신 단말이 이동하여 통신하는 기지국을 변경한 경우, 상기 총괄국은, 무선통신 단말이

통신하는 기지국을 변경하더라도, 기지국에 통신하는 광신호의 파장은 변경하지 않고 송신하고, 이동처 기지국은, 상

기 가변 광결합기에 의해, 상기 총괄국으로부터의 광신호의 파장을 분파하여 수신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무선 기지

국 네트워크 시스템.

청구항 7.
제 4 항 내지 제 6 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기지국은, 상기 무선통신 단말로부터 수신한 무선 신호를 복조하여 디지털 신호로 변환하는 이동 통신용 무선 

신호 복조기와, 이 이동 통신용 무선 신호 복조기에 의해 변환된 상기 총괄국용의 디지털 신호가 파장다중 전송된 광

신호로 변환하는 광송신기와, 상기 총괄국으로부터의 디지털 신호가 파장다중 전송되고 있는 광신호를 수신하여 디

지털 신호로 변환하는 광수신기와, 이 광수신기에 의해 변환된 디지털 신호를 이동 통신용 무선 주파수 신호로 변환

하는 이동 통신용 무선 신호 변조기를 구비하고,

상기 총괄국은, 상기 기지국으로부터 수신한 디지털 신호가 파장다중 전송되고 있는 광신호를 디지털 신호로 변환하

는 광수신기와, 기지국용의 디지털 신호가 파장다중 전송된 디지털 신호인 광신호로 변환하는 광송신기를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무선 기지국 네트워크 시스템.

청구항 8.
제 4 항 내지 제 6 항 중 어느 항에 있어서,

상기 기지국은, 상기 무선통신 단말로부터 수신된 이동 통신용 무선 신호를 복조하여 디지털 신호로 변환하는 이동 

통신용 무선 신호 복조기와, 이 이동 통신용 무선 신호 복조기에 의해 변환된 디지털 신호를 엔트런스용 무선 신호로 

변환하는 엔트런스용 무선 신호 변조기와, 이 엔트런스용 무선 신호 변조기에 의해 변조된 엔트런스용 무선 신호를 

서브 캐리어 광전송하기 위해서 광신호로 변환하는 광송신기와, 서브캐리어 광전송된 엔트런스용 무선 신호를 전기

신호로 변환하는 광수신기와, 전기신호로 변환된 엔트런스용 무선 신호를 디지털 신호로 변환하는 엔트런스용 무선 

신호 복조기와, 이 엔트런스용 무선 신호 복조기에 의해 변환된 디지털 신호를 이동 통신용 무선 주파수 신호로 변환

하는 이동 통신용 무선 신호 변조기를 구비하고,

상기 총괄국은, 상기 기지국이 송신한 엔트런스용 무선 신호로 서브 캐리어 광전송된 광신호를 전기신호로 변환하는 

광수신기와, 전기신호로 변환된 엔트런스용 무선 신호를 디지털 신호로 변환하는 엔트런스용 무선 신호 복조기와, 기

지국용 디지털 신호를 엔트런스용 무선 신호를 변환하는 엔트런스용 무선 신호 변조기와, 이 엔트런스용 무선 신호 

변조기에 의해 변환된 엔트런스용 무선 신호를 서브캐리어 광전송하기 위해서 광신호로 변환하는 광송신기를 구비하

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무선 기지국 네트워크 시스템.

청구항 9.
제 4 항 내지 제 6 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기지국은, 상기 무선통신 단말로부터 수신된 무선신호를 서브 캐리어 광전송하기 위해서 광신호로 변환하는 광

송신기와, 상기 총괄국으로부터 수신된 이동 통신용 무선 주파수 신호가 서브 캐리어 광전송되고 있는 광신호를 전기

신호로 변환하는 광수신기를 구비하고,

상기 총괄국은, 상기 기지국으로부터 수신한 이동 통신용 무선 주파수 신호가 서브 캐리어 광전송 되고 있는 광신호

를 전기신호로 변환하는 광수신기와, 전기신호로 변환된 이동 통신용 무선 주파수 신호를 디지털 신호로 변환하는 이

동 통신용 무선 신호 복조기와, 기지국용 디지털 신호를 이동 통신용 무선 주파수 신호로 변환하는 이동 통신용 무선 

신호 복조기와, 이 이동통신용 무선 신호 복조기에 의해 변환된 이동 통신용 무선 주파수신호를 서브 캐리어 광전송된

광신호로 변환하는 광송신기를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무선 기지국 네트워크 시스템.

청구항 10.
제 4 항 내지 제 6 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복수의 셀에 배치된 기지국과, 이를 총괄하는 총괄국이 광섬유에 의해 접속되어 있는 무선 기지국 네트워크 시스템은,

루프 형상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무선 기지국 네트워크 시스템.

청구항 11.
제 4 항 내지 제 6 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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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의 셀에 배치된 기지국과, 이를 총괄하는 총괄국이 광섬유에 의해 접속되어 있는 무선 기지국 네트워크 시스템은,

메쉬 형상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무선 기지국 네트워크 시스템.

청구항 12.
제 4 항 내지 제 6 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복수의 셀에 배치된 기지국과, 이를 총괄하는 총괄국이 광섬유에 의해 접속되어 있는 무선 기지국 네트워크 시스템은,

클러스터형 무선 기지국 네트워크 시스템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무선 기지국 네트워크 시스템.

청구항 13.
제 12 항에 있어서,

상기 클러스터형 무선 기지국 네트워크의 총괄국을 총괄하는 상위 총괄국을 가지고,

상기 기지국과 통신하는 무선통신 단말이 이동하여 통신하는 클러스터를 변경한 경우,

이동 전의 클러스터 총괄국은, 상기 상위 총괄국을 통해, 이동 후의 클러스터 총괄국에 상기 무선통신 단말로부터 신

호를, 이동 전의 기지국이 송신하고 있던 광신호의 파장과 동일한 파장으로 송신하고,

이동 후의 기지국은, 상기 무선통신 단말로부터 신호를, 이동 전의 기지국이 송신하고 있던 광신호의 파장과 동일한 

파장으로 이동 후의 클러스터 총괄국에 송신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무선 기지국 네트워크 시스템.

청구항 14.
제 13 항에 있어서,

상기 상위 총괄국은, 광파장 변환수단을 가지고,

상기 상위 총괄국은, 이동 후의 클러스터에 있어서, 이동 전의 기지국에 송신하고 있던 광신호의 파장을 사용하고 있

는 경우는, 상기 파장 변환수단에 의해, 이동 후의 클러스터에서 사용하고 있지 않는 광신호의 파장으로 변환하여, 이

동 후의 클러스터 총괄국에 송신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무선 기지국 네트워크 시스템.

청구항 15.
제 12 항에 있어서,

상기 클러스터형 무선 기지국 네트워크의 총괄국을 총괄하는 상위 총괄국을 가지고,

상기 기지국과 통신하는 무선통신 단말이 이동하여 통신하는 클러스터를 변경한 경우, 이동 전의 클레스터의 총괄국

은, 상기 상위 총괄국 및 이동 후의 클러스터 총괄국을 통해, 상기 무선통신 단말로의 신호를 이동 후의 기지국에, 이

동 전의 기지국에 송신하고 있던 광신호의 파장과 동일한 파장으로 송신하고, 또한 이동 후의 클러스터의 총괄국은, 

상기 무선통신 단말로의 신호를 이동 후의 기지국에, 이동 전의 기지국에 송신하고 있던 광신호의 파장과 동일한 파

장으로 송신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무선 기지국 네트워크 시스템.

청구항 16.
제 15 항에 있어서,

상기 상위 총괄국은, 광파장 변환 수단을 가지고,

상기 상위 총괄국은, 이동 후의 클러스터에 있어서, 이동 전의 기지국에 송신하고 있던 파장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는,

상기 파장 변환 수단에 의해, 이동 후의 클러스터에서 사용하고 있지 않는 광신호의 파장으로 변환하여, 이동 후의 클

러스터의 총괄국에 송신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무선 기지국 네트워크 시스템.

청구항 17.
제 1 항에 있어서,

복수의 셀에 배치된 상기 기지국과, 이를 총괄하는 상기 총괄국이 서브 캐리어 광전송에 의해 접속되고,

상기 기지국은, 상기 무선통신 단말로부터 수신한 이동 통신용 무선 신호를 복조하여 디지털 신호로 변환하는 이동 

통신용 무선통신 복조기와, 상기 총괄국 또는 다른 상기 기지국으로부터 서브 캐리어 광전송된 엔트런스용 무선 신호

를 전기신호로 변환하는 광수신기를 구비하고,

상기 기지국의 상기 신호 변환 수단은, 상기 이동 통신용 무선신호 복조기에 의해 변환된 디지털 신호를 엔트런스용 

무선 신호로 변환하는 기능을 가지고,

상기 기지국의 상기 결합기는, 상기 광신호기의 출력과 상기 신호변환수단의 출력을 합파하는 기능을 가지고,

상기 총괄국은, 엔트런스용 무선 신호가 서브 캐리어 광전송되고 있는 광신호를 전기신호로 변환하는 광수신기와, 이

광수신기의 출력을 주파수마다 분파하는 주파수 선택형 결합기와, 이 주파수 선택형 결합기에 의해 분파된 각각의 엔

트런스용 무선 신호를 디지털 신호로 변환하는 신호 변환 수단을 구비하고,

상기 기지국과 통신하는 무선통신 단말이 이동하여 통신하는 기지국을 변경한 경우, 무선통신 단말의 이동처 기지국

은, 상기 신호 변환 수단의 캐리어 주파수를 제어하고, 이동 전의 기지국이 송신한 엔트런스용 무선 신호 주파수와 동

일의 엔트런스용 무선신호 주파수로 상기 총괄국에 송신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무선 기지국 네트워크 시스템.

청구항 18.
제 17 항에 있어서,

상기 기지국 내의 상기 결합기는, 상기 광수신기의 출력으로부터 소정의 주파수신호를 분파하는 기능을 가지고,

상기 기지국은, 서브 캐리어 광전송된 엔트런스용 무선 신호를 전기신호로 변환하는 광수신기와, 상기 주파수 선택형

결합기가 분파한 엔트런스용 무선 신호를 디지털 신호로 변환하는 신호 변환 수단과, 이 신호 변환 수단에 의해 변환

된 디지털 신호를 이동 통신용 무선 주파수 신호로 변환하는 이동 통신용 무선 신호 변조기를 구비하고,

상기 총괄국은, 기지국용 디지털 신호를 엔트런스용 무선 신호로 변환하는 기능을 가지는 신호 변환 수단과, 이 신호 

변환 수단의 출력을 합파하는 결합기와, 상기 신호 변환 수단에 의해 변환된 엔트런스용 무선 신호를 서브 캐리어 광

전송하기 위해서 광신호로 변환하는 광송신기를 구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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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기지국과 통신하는 무선통신 단말이 이동하여 통신하는 기지국을 변경한 경우, 상기 총괄국은, 기지국용 디지털

신호를 엔트런스용 무선 신호로 변환하는 상기 신호 변환 수단의 캐리어 주파수를 제어하고, 무선통신 단말이 이동한

기지국용의 엔트런스용 무선 주파수로 변환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무선 기지국 네트워크 시스템.

청구항 19.
제 17 항에 있어서,

상기 기지국내의 상기 결합기는, 소정의 주파수만을 분파하는 가변 주파수 선택형 결합기이고,

상기 기지국은, 서브 캐리어 광전송된 복수 주파수의 엔트런스용 무선 신호를 전기신호로 변환하는 광수신기와, 상기

결합기에 의해 분파된 전기신호를 이동 통신용 무선 주파수 신호로 변환하는 이동 통신용 무선 신호 변조기를 구비하

고,

상기 총괄국은, 기지국용의 디지털 신호를 엔트런스용 무선 신호로 변환하는 복수의 신호 변환 수단과, 이 복수의 신

호 변환 수단으로부터 전기신호를 다중하는 결합기와, 이 결합기의 출력을 서브 캐리어 광전송하기 위해서 광신호로 

변환하는 광송신기를 구비하고,

상기 기지국과 통신하는 무선통신 단말이 이동하여 통신하는 기지국을 변경한 경우, 상기 총괄국은, 무선통신 단말이

통신하는 기지국을 변경하더라도, 상기 신호 변환 수단의 캐리어 주파수를 변경하지 않고 송신하고, 무선통신 단말의

이동처 기지국은, 상기 가변 주파수 선택형 결합기를 이동 전의 기지국용의 엔트런스용 무선 신호 주파수로 변경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무선 기지국 네트워크 시스템.

청구항 20.
제 17 항 내지 제 19 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복수의 셀에 배치된 기지국과, 이를 총괄하는 총괄국이 광섬유에 의해 접속되어 있는 무선 기지국 네트워크 시스템은,

루프 형상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무선 기지국 네트워크 시스템.

청구항 21.
제 17 항 내지 제 19 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복수의 셀에 배치된 기지국과, 이를 총괄하는 총괄국이 광섬유에 의해 접속되어 있는 무선 기지국 네트워크 시스템은,

메쉬 형상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무선 기지국 네트워크 시스템.

청구항 22.
제 17 항 내지 제 19 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복수의 셀에 배치된 기지국과, 이를 총괄하는 총괄국이 광섬유에 의해 접속되어 있는 무선 기지국 네트워크 시스템은,

클러스터형 무선기지국 네트워크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무선 기지국 네트워크 시스템.

청구항 23.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총괄국은, 동일의 상기 무선통신 단말로부터 송신된 신호가, 적어도 2개의 기지국에 의해 수신되는 경우에, 각각

의 기지국의 상기 신호 변환 수단에 의해 발신원의 상기 무선통신 단말 마다 고유하게 할당된 파장을 가지는 광신호

로 변환되어 이루어지는 광신호를 상기 광섬유를 통하여 동시에 수신하는 수단과, 전기신호로 변환하여 출력하는 광

신호 수신 수단과, 이 출력신호를 등화합성 처리하는 등화합성 처리수단을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무선 기지국

네트워크 시스템.

청구항 24.
복수의 셀에 배치된 기지국과, 이를 총괄하는 총괄국이 광섬유로 각각 파장다중 전송에 의해 접속되어 있는 무선 기

지국 네트워크 시스템에 있어서의 기지국 절환방법에 있어서,

상기 기지국이 상기 총괄국에 송신하는 송신 파장은, 무선통신 단말과의 통신개시시에 설정하고,

상기 송신파장은, 상기 무선통신 단말이 통신하고 있는 동안은 고정하고,

상기 무선통신 단말이, 이동하여 통신하는 기지국이 바뀌어도, 새로운 기지국으로부터 상기 총괄국으로는, 상기 무선

통신 단말에 설정된 송신 파장에 의해 상기 무선통신 단말의 정보를 송신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기지국 전환 방법.

청구항 25.
제 24 항에 있어서,

상기 총괄국은, 신호 변환 수단을 가지고,

상기 총괄국이 상기 기지국에 송신하는 송신파장은, 기지국 마다 설정하고,

상기 무선통신 단말이 이동하여 통신하는 기지국을 변경한 경우, 상기 총괄국은, 상기 신호 변환 수단의 파장을 제어

하여, 변경 후의 기지국에 설정된 송신파장에 의해, 상기 무선통신 단말로의 정보를 변경 후의 기지국에 송신하는 것

을 특징으로 하는 기지국 전환 방법.

청구항 26.
제 24 항에 있어서,

상기 총괄국이 상기 기지국에 송신하는 송신 파장은, 기지국 마다 설정하고,

상기 무선통신 단말이 이동하여 통신하는 기지국을 변경한 경우, 상기 총괄국은, 이동 후의 기지국에, 이동 전의 기지

국에 설정된 송신 파장에 의해, 상기 무선통신 단말의 정보를 송신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기지국 전환 방법.

청구항 27.
제 24 항에 있어서,

상기 각 기지국과 이를 총괄하는 총괄국이 광섬유로 서브 캐리어 광전송에 의해 접속되어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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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기지국이 상기 총괄국에 서브 캐리어 광전송하는 엔트런스용 무선 신호는, 무선통신 단말과의 통신개시시에 설

정하고,

상기 엔트런스용 무선 신호는, 상기 무선통신 단말이 통신하고 있는 동안은 고정하고,

상기 무선통신 단말이 이동하여 통신하는 기지국이 바뀌어도, 새로운 기지국으로부터 상기 총괄국으로는, 상기 무선

통신 단말에 설정된 엔트런스 주파수 신호에 의해, 상기 무선통신 단말의 정보를 서브 캐리어 광전송하는 것을 특징

으로 하는 기지국 전환 방법.

청구항 28.
제 27 항에 있어서,

상기 총괄국이 상기 기지국에 송신하는 엔트런스용 무선 신호는, 기지국 마다 설정하고,

상기 무선통신 단말이 이동하여 통신하는 기지국을 변경한 경우, 상기 총괄국은, 변경 후의 기지국에 설정된 엔트런

스용 무선 신호에 의해, 상기 무선통신 단말로의 정보를, 변경 후의 기지국에 서브 캐리어 광전송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기지국 전환 방법.

청구항 29.
제 27 항에 있어서,

상기 총괄국이 상기 기지국에 송신하는 엔트런스용 무선 신호는, 기지국 마다 설정하고,

상기 무선통신 단말이 이동하여 통신하는 기지국을 변경한 경우, 새로운 기지국으로부터 상기 총괄국으로는, 이동 전

의 기지국에 설정된 엔트런스용 주파수 신호에 의해, 상기 무선통신 단말의 정보를 서브 캐리어 광전송하는 것을 특

징으로 하는 기지국 전환 방법.

청구항 30.
제 24 항에 있어서,

상기 각 기지국이, 상기 무선통신 단말로부터 송신된 신호를 수신하고, 발신원의 무선통신 단말 마다에 고유하게 할

당된 파장을 가지는 광신호로 변환하고, 상기 광섬유를 통하여 상기 총괄국에 송신하는 공정과,

상기 총괄국이, 적어도 2개의 기지국에 의해 수신되어, 동일한 파장을 가지는 광신호로 변환된 동일의 무선통신 단말

로부터 송신된 신호를, 상기 광섬유를 통하여 동시에 수신하고, 전기신호로 변환하고, 등화합성 처리하는 공정을 가지

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기지국 전환 방법.

청구항 31.
제 30 항에 있어서,

상기 총괄국이 동시에 수신한 동일파장을 가지는 수신 광신호가 나타나는 회선상황을 각각 감시하고, 이 감시 결과에

기초하여 핸드오버 처리의 종료의 가부를 결정하는 공정과,

상기 총괄국이 상기 등화합성 처리된 신호에 기초하여 상기 핸드오버의 무선통신 단말과의 통신을 확립시키거나 또

는 유지시키는 공정을 가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기지국 전환 방법.

청구항 32.
제 22 항에 있어서,

상기 클러스터형 무선기지국 네트워크의 총괄국을 총괄하는 상위 총괄국을 가지고,

상기 기지국과 통신하는 무선통신 단말이 이동하여 통신하는 클러스터를 변경한 경우, 이동 전의 클러스터 총괄국은,

상기 상위 총괄국을 통하여 이동 후의 클러스터 총괄국에 상기 무선통신 단말로부터의 신호를, 이동 전의 기지국이 

송신하고 있던 광신호의 파장과 동일한 파장으로 송신하고, 이동 후의 기지국은, 상기 무선통신 단말로부터의 신호를,

이동 전의 기지국이 송신하고 있던 광신호의 파장과 동일한 파장으로 이동 후의 클러스터 총괄국에 송신하는 것을 특

징으로 하는 무선 기지국 네트워크 시스템.

청구항 33.
제 32 항에 있어서,

상기 상위 총괄국은, 광파장 변환 수단을 가지고,

상기 상위 총괄국은, 이동 후의 클러스터에 있어서, 이동 전의 기지국에 송신하고 있던 광신호의 파장을 사용하고 있

는 경우는, 상기 광파장 변환 수단에 의해, 이동 후의 클러스터에서 사용하고 있지 않는 광신호의 파장으로 변환하여, 

이동 후의 클러스터 총괄국에 송신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무선 기지국 네트워크 시스템.

청구항 34.
제 22 항에 있어서,

상기 클러스터형 무선 기지국 네트워크의 총괄국을 총괄하는 상위 총괄국을 가지고,

상기 기지국과 통신하는 무선통신 단말이 이동하여 통신하는 클러스터를 변경한 경우, 이동 전의 클러스터 총괄국은,

상기 상위 총괄국 및 이동 후의 클러스터 총괄국을 통하여, 상기 무선통신 단말로의 신호를 이동 후의 기지국에, 이동

전의 기지국에 송신하고 있던 광신호의 파장과 동일한 파장으로 송신하고, 또한 이동 후의 클러스터 총괄국은, 상기 

무선통신 단말로의 신호를 이동 후의 기지국에, 이동 전의 기지국에 송신하고 있던 광신호의 파장과 동일한 파장으로

송신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무선 기지국 네트워크 시스템.

청구항 35.
제 34 항에 있어서,

상기 상위 총괄국은, 광파장 변환 수단을 가지고,

상기 상위 총괄국은, 이동 후의 클러스터에 있어서, 이동 전의 기지국에 송신하고 있던 광신호의 파장을 이용하고 있

는 경우는, 상기 광파장 변환 수단에 의해, 이동 후의 클러스터에서 사용하고 있지 않는 광신호의 파장으로 변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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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 후의 클러스터 총괄국에 송신하는 것을 특징을 하는 무선 기지국 네트워크 시스템.

청구항 36.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광결합기는, 상기 각 기지국 및 상기 총괄국을 상호 접속하고,

상기 총괄국은, 무선통신 단말과 통신하는 복수의 기지국과, 외부 통신 네트워크와 접속되어, 상기 광결합기를 통하여

수신된 광신호를 전기신호로 변환하여 출력하는 광신호 수신수단과, 상기 전기신호를 등화합성 처리하는 등화합성 

처리수단을 구비하고,

상기 각 기지국은, 무선통신 단말로부터 송신된 신호를 수신하고, 이 수신신호를 광신호로 변환하고, 상기 광결합기를

통하여 상기 총괄국에로 송신하는 수단을 구비하고,

동일 무선통신 단말로부터 송신된 신호가, 적어도 2개의 기지국에 의해 수신된 경우는, 각각 기지국의 상기 신호 변환

수단은, 상기 무선통신 단말로부터 송신된 신호를 발신원의 상기 무선통신 단말 마다 고유하게 할당된 파장을 가지는

광신호로 변환하고,

상기 총괄국은, 상기 신호 변환 수단에 의해서 변환된 동일 파장을 가지는 상기 광신호를 상기 광결합기를 통하여 동

시에 수신하고, 상기 광신호 수신수단으로부터의 출력신호를 등화합성 처리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무선 기지국 네

트워크 시스템.

청구항 37.
제 36 항에 있어서,

상기 각 기지국 및 상기 총괄국은 루프 형상으로 접속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무선 기지국 네트워크 시스템.

청구항 38.
제 36 항에 있어서,

상기 각 기지국 및 상기 총괄국은 메쉬 형상으로 접속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무선 기지국 네트워크 시스템.

청구항 39.
제 36 항에 있어서,

상기 각 기지국 및 상기 총괄국은 클러스터형으로 접속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무선 기지국 네트워크 시스템.

청구항 40.
제 36 항 내지 제 39 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각 기지국 및 상기 총괄국 사이의 통신은 파장다중 전송방식으로 행하여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무선 기지국 

네트워크 시스템.

청구항 41.
제 36 항 내지 제 39 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각 기지국 및 상기 총괄국 사이의 통신은 서브 캐리어 광전송방식에 의해 행하여지고, 각 서브 캐리어 광신호에

는 엔트런스용 무선 신호를 주파수 다중한 신호가 실리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무선 기지국 네트워크 시스템.

청구항 42.
제 36 항 내지 제 39 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각 기지국 및 상기 총괄국 사이의 통신은 서브 캐리어 광전송방식에 의해 행하여지고,

각 서브 캐리어 광신호에는 각 기지국이 무선통신 단말과의 무선 송수신에 이용하는 액세스계 무선 신호를 주파수 다

중한 신호가 실리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무선 기지국 네트워크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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