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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이동국에 다이버시티 데이타 송신을 하기 위해 기지국에서 복수개의 무선 송신 시스템 중의 하나를 선택
하는 송신 다이버시티 시스템에 있어서, 상기 기지국이 상기 복수개의 무선 송신 시스템에서 다른 식별 
신호와 송신 데이타를 가산하여 복수개와 무선 송신 시스템으로부터 최종 무선 신호를 송신하고, 상기 이
동국으로부터 무선 전파로서 송신된 최적의 무선 송신 시스템의 정보에 기초하여 하나의 무선 송신 시스
템으로부터 송신 데이타를 송신하고, 상기 이동국이 상기 기지국의 복수개의 무선 송신 시스템으로부터의 
수신  데이타로부터  검출된  복수개의  식별  신호로부터  최적의  수신  상태를  나타내는  식별  신호를 
판별하고, 이 판별된 최적의 무선 송신 시스템 정보를 상기 기지국에 송신한다.

대표도

명세서

[발명의 명칭]

송신 다이버시티 시스템 및 그 방법

[도면의 간단한 설명]

제1도는 본 발명의 제1실시예에 따른 송신 다이버시티 시스템의 구성을 도시한 블럭도.

제2도는 본 발명의 제2실시예에 따른 송신 다이버시티 시스템의 구성을 도시한 블럭도.

제3도는 제2도의 서치 회로 내에서의 파일롯 신호의 식별 및 레벨 상태를 설명하는 그래프.

제4도는 종래의 송신 다이버시티 시스템의 구성을 도시한 블럭도.

제5a도 및 제5b도는 다른 종래의 송신 다이버시티 시스템의 기지국 및 이동국의 구성을 도시한 블럭도.

제6a도 내지 제6c도는 TDMA/FDD 방식이 종래 기술에 적용되는 무선 채널의 구성을 도시한 도면.

*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 : 기지국                 2 : 이동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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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4 : 파일롯 신호 발생기      5, 24 : 인코더

6, 8 : 가산기                9, 10 : ATT

11, 12, 25 : 송신기           13, 14, 15, 18, 26 : 안테나

16, 19 : 수신기              17, 20 : 디코더

21, 22 : 파일롯 신호 레벨 검출기 23 : 판정 회로

27 : 지연 회로               28 : 서치 회로

[발명의 상세한 설명]

본 발명은 기지국과 이동국 간의 통신을 행하는 이동 무선 통신 시스템에 이용되어 기지국으로부터 이동
국으로의 다이버시티 송신(diversity transmission)을 행하는 다이버시티 송신 시스템에 관한 것이다.

종래의 이동 무선 통신 시스템에서는, 차량 이동국의 주행 동안 페이딩(fading)이 발생하여 기지국으로부
터의 송신 전파의 수신 상태(수신 감지 상태)가 차량 이동국에서 변화한다.

산 등에서 전파의 반사나 회절에 의해 전파 전파로들 사이의 차이에 의한 간섭으로 인해 차량 이동국에서 
수신 전계 강도가 변화한다. 즉, 페이딩이 발생한다. 다중 전파 전파(멀티패스)는 도시의 빌딩에서의 불
규칙한 반사에 의해 발생하는 경향이 있다. 이 경우에, 주기는 짧아지고 깊은 페이딩이 발생한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서, 안테나 다이버시티 수신 시스템이 사용된다.

이 안테나 다이버시티 수신 시스템에서, 상관이 적은 다수의 안테나로의 모든 수신 신호 중에서 최고 전
계 강도를 갖는 신호가 선택된다. 이 경우에, 다수의 안테나가 저 상관 레벨을 얻도록 서로 분리되어 있
고 케이블이 이들 안테나에 접속되어 있다. 즉, 장치는 매우 고가가 된다. 특히, 사용자가 휴대하는 소형
의 휴대 전화기 등에는 이 시스템을 사용하기가 어렵다.

상기 안테나 다이버시티 시스템을 개량하는 기술로서 수신 다이버시티와 동등한 효과를 얻도록 송신 다이
버시티에서 기지국으로부터 송신이 행해지는 기술이 일본국 공개 제5-29992호에 기술되어 있다.

제4도는 이 송신 다이버시티 시스템의 구성을 도시하고 있다. 

제4도를 참조하면, 이 예에서는 송신 주파수가 수신 주파수와 동일하고, 기지국과 이동국 사이의 전송 방
식으로서 TDD(시분할 듀플렉스)이 적용될 수 있다. 수신 시간 슬롯에서는, 스위치 제어 회로(l35)의 제어 
하에 안테나(155a)가 수신기(152a)에 접속되고 안테나(155b)는 수신기(152b)에 접속된다. 이동국으로부터 
송신되고 수신기(152a)에 의해 수신된 신호는 디코더(156a)에 의해 디코딩되고, 그 에러가 에러 검출 회
로(111a)에 의해 검출된다.

이와 유사하게, 이동국으로부터 송신되고 수신기(152b)에 의해 수신된 신호는 디코더(152b)에 의해 디코
딩되고 그 에러가 에러 검출 회로(11lb)에 의해 검출된다. 에러 비트 수 비교 회로(112)는 각 수신 경로
에 대해 에러 검출 회로(11la 및 11lb)로부터 출력되는 비트 수에 따라 보다 작은 에러 수를 갖는 수신 
경로 중 하나[즉, 안테나(155a 및 155b)로부터의 수신 신호 중 한 신호를 식별하며, 이 식별 결과는 기억
회로(159)에 기억된다.

동시에, 베이스밴드 스위치(158)는, 이 식별결과에 따라 에러 비트 수가 적은 수신 경로로부터의 수신 데
이터 신호를 선택하여, 후단에 상기 수신 데이터 신호를 출력한다. 이와 같이 하여, 기지국에서 다이버시
티 수신이 행해진다.

송신 시간 슬롯에서는, 기억회로(159)에 기억되어 있는 수신 경로의 정보에 기초하여, 스위치 제어 회로
(153)의  제어에  의해  고주파  스위치(154)가  제어된다.  스위치  제어  회로(153)의  제어  하에서, 안테나
(155a 및 155b)로부터의 신호(수신 경로) 중 수신 시에 에러가 적었던 하나가 송신기(15l)에 접속되고, 
안테나(155a 및 155b)로부터의 신호 중 다른 하나는 접지된다. 그 결과, 다이버시티 송신이 행해진다.

이 경우, 수신시에 선택된 안테나는 송신 시에도 최적의 패턴 특성을 얻을 수 있다. 또한, 송수신 시간 
슬롯은 시간 주기가 짧기 때문에, 이 시간 주기 동안의 멀티패스(페이딩)는 무시될 수 있다.  상기 방식
은 PHP(Personal Handy-Phone System)에는 적용 가능하지만, 송신 주파수가 수신 주파수와 다른 경우에는 
적용할 수 없다. 또한, 송수신 간격(시간 슬롯) 보다 짧은 주기를 갖는 페이딩에는 효과가 없다.

또한, 이 종류 기술로서, 일본국 특허 공개 제2-200018호 공보에 기재의 예가 알려져 있다.

제5a도 및 제5b도는 각각 기지국 및 이동국의 구성을 도시한 블럭도이다. 

제5a도는 데이터를 송신하는 기지국 를 도시하고, 제5b도는 데이터를 수신하는 이동국 를 도시하고 있

다. 기지국 는, 제1패킷을 송신하는 무선 송신 시스템(무선 송신 라인 : 브랜치)을 나타내는 브랜치 식

별자를 제어부(211), 식별자 부가부(210) 및 베이스밴드 발생부(205)를 통하여 제1패킷에 부가한다. 기지
국 는 변조기(206), 송신기(207), 스위치(208) 및 안테나(209a 및 209b)의 한쪽 브랜치를 통해 데이터

를 송신한다. 제2패킷에 관해서 다른 브랜치가 선택되고, 그 브랜치 식별자가 제2패킷에 부가된다. 최종 
패킷 데이터가 송신된다.

한편, 이동국 에서는, 다른 브랜치로부터 송신된 패킷이 안테나(229) 및 수신기(230)를 통해 수신한다. 
그 수신 레벨은 레벨 검출부(225)에서 검출된다. 수신 레벨이 크면, 대응 브랜치가 기억부(224)에 기억된
다. 복조기(228), 베이스밴드 발생부(227) 및 식별자 검출부(226)를 통하여 판별된 브랜드 식별자는 기억
부(224)에 기억된다. 베이스밴드 발생부(219), 변조기(220), 송신기(221), 및 안테나(222)를 통해 식별자 
부가부(223)로부터의 송신이 수행된다.

이 이동국 로부터 송신된 신호는, 안테나(218a 및 218b) 중 하나, 스위치(217) 및 수신기(216)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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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된다. 이 송신 레벨(전계 강도)은 레벨 검출부(2l2)에 의해 검출된다. 동시에, 복조기(215), 베이스
밴드 발생부(214) 및 식별자 판정부(213)를 통하여 브랜치 식별자가 판별된다. 이 판별된 브랜치 식별자
(211)는 제어부(2l1)에 공급되고, 브랜치 식별자에 기초하여 안테나(209a 및 209b) 중 하나를 선택한다.

전술한 바와 같이, 이동국은 최적의 브랜치를 판정한다. 이 판정 결과는 기지국 에 통지되고, 이 통지에 

따라서 기지국 가 최적의 안테나를 선택하여 다이버시티 송신이 행해진다.

제6a도 내지 제6c도는 이러한 TDMA(시분할 다중 액세스)/FDD 방식을 적용하는 무선 채널의 구성을 도시한 
도면이다.

제6a도는 프레임 구성을 도시하고, 제6b도는 하강 링크, 또한, 제6c도는 상승 링크를 도시하고 있다. 프
레임 구조는, 하나의 TDMA 프레임, 제어용 슬롯, 통화용 슬롯 및 제어용 슬롯 내의 브랜치 식별자 B를 갖
고 있다.

1 프레임 내의 하강 링크는 제어용 슬롯과 통화용 슬롯으로 구성되어 있다. 상승 링크는 통화용 슬롯을 
가진다. 하강 링크 제어용 슬롯에서는, 기지국의 정보를 이동국에 통지하기 위해서 일정 시간 간격으로 
브랜치 식별자를 포함하는 통지신호가 송신된다. 이 통지 신호가 송신될 때마다 송신 안테나는 스위칭된
다. 이동국은 통지 신호를 수신할 때마다, 그 수신 전계 강도의 레벨을 검출하고, 그 검출 결과를 기억한
다. 최대 전계 강도 레벨의 브랜치를 판정하기 위해 이 처리가 반복된다.

이 판정으로 선택된 브랜치 식별자는 데이터에 삽입되고, 그 결과 데이터가 송신된다. 예를 들면, 이동국
에 할당된 통화 슬롯 C의 경우, 이동국은 상승 링크 내의 슬롯을 통하여 기지국에 선택된 브랜치 식별자
를 송신한다. 이것을 수신한 기지국은 이 이동국에 할당되어 있는 시간의 슬롯을 이 브랜치 식별자에 기
초를 둔 안테나에서 송신한다. 이러한 방식으로 송신 안테나는 2 프레임마다 스위칭되며, 이 프레임 간격
은 최소이다.

상기 종래 예에 있어서, 전자의 예는 송신 주파수가 수신 주파수와 다른 경우에는 적용할 수 없고, 송수
신 간격보다 주기가 짧은 페이딩에서는 효과를 얻을 수 없다. 후자의 예에서는, 송신 주파수가 수신 주파
수와 다른 경우에도 적용 가능하다. 후자의 예는 패킷 전송에 기초하기 때문에, 브랜치에서의 전계 강도
는 시분할적으로 측정되어야 한다. 예를 들면, 1 TDMA 프레임의 길이가 8 msec인 경우, 전계 강도의 측정
을 할 수 있는 최단 주기는 2 프레임분에 상당하는 16 msec이고, 주파수 60Hz 정도이다. 이것은 100Hz의 
페이딩이 발생하기 쉬운 셀룰러 방식용의 다이버시티 처리에는 부적당하다. 또한, 연속적으로 데이터를 
송신하는 이동 무선 시스템도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연속적인 고속 다이버시티 송신이 요구된다.

본 발명은, 이러한 종래 기술의 결점을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이동국이 기지국으로부터 항상 송신되는 
식별 신호를 측정하게 함으로써 최적의 무선 송신 시스템 정보를 기지국에 통지할 수 있고, 주파수 확산 
변조 방식을 채용하는 CDMA(Code Division Multiple Access) 방식 등에 있어서, 연속적인 고속 다이버시
티 송신 및 이동국에서의 안정된 수신이 가능한 송신 다이버시티 시스템의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본 발명의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동국으로 다이버시티 데이터 송신을 하기 위해 기지국에서 복
수개의 무선 송신 시스템 중 하나를 선택하는 송신 다이버시티 시스템에 있어서, 상기 기지국은 복수개의 
무선 송신 시스템에서 다른 식별 신호와 송신 데이터를 가산하여 복수개의 무선 송신 시스템으로부터 최
종 무선 신호를 송신하고, 또한, 이동국으로부터 무선 전파로서 무선 송신된 최적의 무선 송신 시스템 정
보에 기초하여 하나의 무선 송신 시스템으로부터 송신 데이터를 송신하고, 상기 이동국은 상기 기지국의 
복수개의 무선 송신 시스템으로부터의 수신데이터로부터 검출된 복수개의 식별 신호로부터 최적 수신 상
태를 나타내는 식별 신호를 판별하고, 이 판별된 최적의 무선 송신 시스템 정보를 상기 기지국에 송신하
고 있다.

이러한 구성의 송신 다이버시티 시스템은 기지국이 복수개의 무선 송신 시스템에서 다른 식별 신호와, 
CDMA 방식 등에 의한 다중화된 송신 데이터를 가산하여 복수개의 무선 송신 시스템으로부터 각각 무선 신
호를 송신한다. 이동국은 기지국으로부터 수신된 데이터로부터 복수개의 무선 송신 시스템에 대해 복수개
의 식별 신호를 검출하고, 최적의 수신 상태를 나타내는 식별 신호를 판별한다. 이 판별된 최적의 무선 
송신 시스템 정보를 기지국에 송신한다. 기지국이 이동국으로부터 송신된 최적의 무선 송신 시스템의 정
보에 기초에 기초하여 하나의 무선 송신 시스템으로부터 송신 데이터를 송신한다.

이 경우, 기지국이 복수개의 무선 송신 시스템에서 다른 복수개 종류의 식별 신호를 송신하고, 이동국이 
복수개의 식별 신호에 있어서의 최적의 수신 상태를 나타내는 식별 신호의 최적의 무선 송신 시스템 정보
를 송신하고 있다.

기지국이 기준의 식별 신호를 지연시킨 복수개의 무선 송신 시스템에서 다른 복수개 종류의 식별 신호를 
송신하고, 이동국이 슬라이딩 함수를 계산한 지연 시간에 대한 식별 신호의 강도 분포를 나타내는 지연 
프로필에 따라서 최적의 무선 송신 시스템 정보를 송신하고 있다.

이와 같이, 기지국으로부터 항상 송신되는 식별 신호의 전계 강도가 이동국에서 측정하여, 이 측정에 기
초하여 최적의 무선 송신 시스템 정보가 기지국에 통지된다. 이 결과, 주파수 확산 변조 방식을 채용하는 
CDMA 방식 등에 있어서, 연속 또는 고속으로 다이버시티 송신이 행해진다.

본 발명의 송신 다이버시티 시스템의 실시예를 도면을 참조하여 상세히 설명한다.

제1도는 제1실시예에 따른 송신 다이버시티 시스템의 구성을 도시한 블럭도이다.

제1도에 도시된 제1실시예는 2개의 브랜치(무선 송신 시스템)를 갖는 기지국(1) 및 이동국(2)으로 주로 
구성되어 있다.

기지국(1)은 2개의 브랜치 중 하나를 식별하기 위한 파일롯 신호 A를 발생하는 파일롯 신호 발생기(3) 및 
2개의  브랜치의  다른  하나를  식별하기  위한  파일롯  신호  B를  발생하는  파일롯  신호  발생기(4)로 
구성된다. 또한, 기지국(1)은 송신 데이터를 인코딩하여 출력하는 인코더(5), 파일롯 신호 A와 인코딩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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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를 가산하는 가산기(6) 및 파일롯 신호 B와 인코딩된 데이터를 가산하는 가산기(8)로 구성된다.

또한,  기지국(l)은  인코더(5)로부터의  인코딩된  데이터의  레벨을  감쇠시키는  감쇠기(ATT;  9  및  10), 
ATT(9)로부터의 인코딩된 데이터 및 파일롯 신호 A를 변조하고 송신 주파수를 설정하여 최종 데이터를 송
신하는 송신기(11) 및 안테나(13), 및 ATT(10)로부터의 인코딩된 데이터 및 파일롯 신호 B를 변조하고 송
신 주파수를 설정하여 최종 데이터를 출력하는 송신기(12) 및 안테나(l4)가 설치된다.

또한, 기지국(1)은 이동국(2)으로부터 송신된 전파를 수신하는 안테나(15), 이안테나(15)로부터의 신호를 
수신하여, 고주파 증폭, 주파수 변환 및 복조를 행하고 그 복조 신호를 출력하는 수신기(16), 수신기(1
6)로부터의 복조 신호를 디코딩하여 수신 데이터를 출력하는 디코더(17)로 구성된다.

이동국(2)은 기지국(1)으로부터의 무선 전파를 수신하는 안테나(18), 안테나(18)로부터 수신된 신호를 고
주파 증폭, 주파수 변환 및 복조하는 수신기(19), 및 수신기(19)로부터의 복조 신호를 디코딩하여 그 디
코딩된 데이터를 출력하는 디코더(20)로 구성된다. 또한, 이동국(2)은 수신기(19)로부터 출력되는 복조 
신호로부터 파일롯 신호 A를 검출하고, 이 신호의 레벨(수신 전계 강도)을 검출하는 파일롯 신호 레벨 검
출기(21), 및 수신기(19)로부터 출력되는 복조 신호로부터 파일롯 신호 B를 검출하고 이 신호의 레벨(수
신 전계 강도)을 검출하는 파일롯 신호 레벨 검출기(22)로 구성된다.

이동국(2)은 파일롯 신호 레벨 검출기(21 및 22)로부터의 각각의 파일롯 신호A 및 B의 레벨 정보를 비교
하여, 파일롯 신호 A 및 B 중 레벨이 더 높은 신호를 판정하는 판정 회로(23), 송신 데이터를 인코딩하고 
이 인코딩된 데이터에 판정 결과의 브랜치 정보를 삽입하여 최종 데이터를 출력하는 인코더(24), 및 이 
인코더(24)로부터의 인코딩된 데이터 및 판정 결과를 기지국(1)에 송신하는 송신기(25) 및 안테나(26)를 
더 포함한다.

다음으로, 이 제1실시예의 동작에 관해서 설명한다.

파일롯 신호 발생기(3)로부터 출력되는 파일롯 신호 A는 항상 가산기(6), 송신기(11), 및 안테나(13)를 
통하여 송신된다. 파일롯 신호 발생기(4)로부터 출력되는 파일롯 신호 B는 항상 가산기(8), 송신기(12) 
및 안테나(14)를 통하여 송신된다. 이동국(2)로 전송되는 송신 데이터가 인코더(5)에 입력되고, 인코딩된 
데이터는 ATT(9 및 10)로 출력된다.

이 ATT(9)로부터의 인코딩된 데이터가 가산기(6)에서 가산(중첩)되고, 최종 데이터는 안테나(13)를 통해 
송신기(11)로부터  이동국(2)으로  송신된다.  ATT(10)로부터의  인코딩된  데이터가  가산기(8)에서 

가산(중첩)되고, 최종 데이터는 안테나(14)를 통해 송신기(8)로부터 이동국(2)에 송신된다.  기지국(1)으
로부터의 전파가 이동국(2)의 안테나(18)에 의해 수신되고, 수신기(19)에 입력된다. 수신기(19)는 고주파 
증폭, 주파수 변환 및 복조를 행한다. 기지국(1)으로부터 수신되고 디코더(20)에 의해 이 복조 신호로부
터 디코딩된 데이터가 출력된다.

수신기(19)로부터 출력되는 복조 신호가 파일롯 신호 레벨 검출기(21)에 입력되어, 파일롯 신호 A가 검출
되고, 그 레벨(수신 전계 강도)이 검출된다. 동시에 수신기(19)로부터 출력되는 복조 신호가 파일롯 신호 
레벨 검출기(22)에 입력되어, 파일롯 신호 B가 검출되고; 그 레벨(수신 전계 강도)이 검출된다.

파일롯 신호 레벨 검출기(21 및 22)에 의해 검출된 각각의 파일롯 신호 A 및 B의 레벨 정보가 판정 회로
(23)에 입력된다. 이 판정 회로(23)는 각각의 입력 레벨 정보를 비교하고, 파일롯 신호 A 또는 B 중 어느 
쪽의 레벨이 높은지를 판정한다. 다시 말하면, 브랜치들 중 더 강한 전계 강도를 가지는 브랜치의 전송이 
판정된다. 그리고, 이 판정 결과의 최적의 브랜치 정보는 인코딩 회로(24)에 출력된다. 인코딩 회로(24)
는 송신 데이터를 인코딩하고, 그 인코딩된 데이터에 최적의 브랜치 정보를 삽입한 후, 그 최종 데이터를 
안테나(26)를 통하여 송신기(25)로부터 송신한다.

이동국(2)으로부터의 전파는 기지국(1)의 안테나(15)를 통하여 수신기(16)에 의해 수신되고, 수신기(l6)
로부터의 복조 신호는 디코더(17)에 입력된다. 기지국(1)으로부터의 송신 데이터는 디코더(17)에 의해 디
코딩되고, 동시에 최적의 브랜치 정보가 추출된다. 이 최적의 브랜치 정보는 ATT(9 및 10)의 이득을 변동
시킨다.

파일롯 신호 A의 브랜치가 최적의 브랜치 정보를 나타내는 경우, ATT(10)의 이득은, 예를 들면,-30dB로 
설정되고, ATT(9)에서는 감쇠가 수행되지 않는다. 파일롯 신호 B의 브랜치 [송신기(12) 및 안테나(14)]로
부터의 인코딩된 데이터의 송신은 정지되고, 파일롯 신호 A의 브랜치 [송신기(11) 및 안테나(13)]로부터
의 인코딩된 데이터가 송신된다.

파일롯 신호 Ba의 브랜치가 최적의 브랜치 정보를 나타내는 경우, 상기 동작과 반대가 된다. 즉, ATT(9)
에서의 이득은, 예를 들면, -30dB로 설정되고 파일롯 신호 A의 브랜치로부터의 인코딩된 데이터의 송신은 
정지된다.

전술한 바와 같이, 이동국(2)에서 수신 상태가 양호한 최적의 브랜치가 식별되고, 이 최적의 브랜치 정보
는 기지국(1)으로 송신된다. 최적의 브랜치 정보에 기초하여 선택된 브랜치로부터 데이터가 송신된다. 이
로 인해, 연속적인 고속 다이버시티 송신이 행해지고, 이동국(2)에서 안정돤 수신이 가능해진다.

제2도는 제2실시예의 구성을 도시한 블럭도이다.

제2도에 도시한 제2실시예는 제1실시예와 마찬가지로 2개의 브랜치를 갖는 기지국(1)과 이동국(2)을 가진
다. 기지국(1)은 파일롯 신호 A를 발생하는 파일롯 신호 발생기(3), 인코더(5), 가산기(6 및 8), ATT(9 
및 10), 송신기(11 및 12), 안테나(13,14 및 15), 수신기(16), 및 디코더(17)로 구성된다.

제2실시예로서의 파일롯 신호 발생기(3)로부터 출력되는 파일롯 신호 A를 지연시켜서 파일롯 신호 Ba를 
가산기(8)에 출력하는 지연 회로(27)가 설치된다.

이동국(2)은  안테나(18),  수신기(19),  디코더(20),  판정  회로(23),  인코더(24),  송신기(25)  및 안테나
(26)를 포함한다. 또한, 이동국(2)은 제2실시예로서의 파일롯 신호 A 및 Ba를 서치하여 식별하고, 각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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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벨을 검출하는 서치 회로(28)를 포함한다.

다음으로, 이 제2실시예의 동작에 관해서 설명한다.

파일롯 신호 발생기(3)로부터 출력되는 파일롯 신호 A는 가산기(6) 및 지연 회로(27)에 입력된다. 지연 
회로(27)는 시간 T 만큼 파일롯 신호 A를 지연시켜서 파일롯 신호 Ba를 가산기(8)에 출력한다. 그리고, 
제1실시예와 마찬가지로, 인코더(5)로부터 출력되는 인코딩된 데이터는 ATT(9 및 10)를 통하여 가산기(6 
및 8)에 입력되고, 파일롯 신호 A 및 Ba에 가산된다. 최종 신호들이 송신기(11 및 12)와 안테나(13 및 
14)로부터 송신된다.

이동국(2)에서는, 제1실시예와 마찬가지로 안테나(18), 수신기(19), 디코더(20)에서 처리를 행한다. 수신
기(19)로부터의 복조 신호가 서치 회로(28)에 입력된다. 서치 회로(28)에서는 파일럿 신호 A 및 Ba를 서
치하여 식별하고, 각각의 레벨을 검출한다.

제3도는 서치 회로(28)에서의 파일롯 신호 A 및 Ba의 식별 및 레벨의 상태를 설명하기 위한 도면이다.

제2도 및 제3도에 있어서, 서치 회로(28)는 파일롯 신호 A와 수신 신호 간의 슬라이딩 함수를 계산하는 
상관기를 이용하고 있다. 제3도에 도시한 바와 같이, 지연 시간에 대한 파일롯 신호 A 및 Ba의 레벨(전계 
강도 값)을 나타내는 지연 프로필을 얻을 수 있다.

제3도에 있어서, 시간 D는 기지국(1)과 이동국(2) 간의 전파 전파에 의한 지연 시간이고, 시간 T는 파일
럿 신호 A와 지연 회로(27)에 의해서 파일롯 신호 A를 지연시킨 파일롯 신호 Ba 간의 시간이다. 여기서 
시간 T은 미리 알려지기 때문에, 파일롯 신호 A를 포착할 수 있으면 이 포착 후의 시간 T 동안 존재하는 
파일롯 신호 Ba를 식별할 수 있다. 이 경우, 최대 레벨의 파일롯 신호 A 및 Ba가 검출되고, 그 밖의 파일
롯 신호 Aa, Ab 및 Baa, Bab는 검출되지 않으면, 이후의 판정이 용이해진다.

판정 회로(23)는 파일롯 신호 A 및 Ba 중 더 높은 레벨의 신호를 판정한다. 다시 말하면, 어느 쪽의 브랜
치로부터의 송신이 강한 전계 강도인지를 판정한다. 이 판정 결과의 최적의 브랜치 정보는 인코더(24), 
송신기(25) 및 안테나(26)를 통해 기지국(1)에 송신된다. 이 이후의 기지국(1)에서의 처리는 제1실시예와 
마찬가지이다.

이 제2실시예도, 제1실시예와 마찬가지로, 연속적인 고속 다이버시티 송신이 행해지고, 이동국(2)에서 안
정된 수신이 가능해진다.

이상의 설명으로부터 분명한 바와 같이, 본 발명의 송신 다이버시티 시스템에 의하면, 기지국은 송신 데
이터와 복수의 무선 송신 시스템(브랜치)마다 다른 복수 종류의 식별 신호를 가산하여 복수의 무선 송신 
시스템으로부터의 최종 데이터를 무선 송신한다. 이동국은 기지국에서의 수신 데이터로부터 최적의 수신 
상태를 나타내는 무선 송신 시스템에서의 식별 신호를 판별하고, 이 판별된 최적의 무선 송신 시스템 정
보를 기지국에 송신한다. 이 정보에 따라서 기지국에서의 하나의 무선 송신 시스템에서 데이터를 송신하
고 있기 때문에, 주파수 확산 변조 시스템을 채용하는 CDMA 방식에 있어서, 연속적인 고속 다이버시티 송
신을 할 수 있고, 이동국에서 안정된 수신이 가능해진다고 하는 효과를 갖는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기지국(1)의 복수의 무선 송신 시스템(11,13; 12,l4) 중 하나를 선택하여 이동국(2)에 데이터를 다이버시
티 송신하는 송신 다이버시티 시스템에 있어서, 상기 기지국(1)이, 상기 복수의 무선 송신 시스템마다 다
른 식별 신호(A, B; A, Ba)와 송신 데이터를 가산하여 상기 복수의 무선 송신 시스템(1l,13; 12,14)으로
부터의 최종 무선 신호를 송신하고, 상기 이동국(2)으로부터 무선 전파로서 송신된 최적의 무선 송신 시
스템의 정보에 기초하여 하나의 무선 송신 시스템으로부터의 송신 데이터를 송신하고, 상기 이동국(2)이, 
상기 기지국(1)의 상기 복수의 무선 송신 시스템(11,13; 12,14)로부터 수신된 데이터에서 검출된 상기 복
수의 식별 신호(A, B; A, Ba)로부터 최적의 수신 상태를 나타내는 식별 신호를 판별하고, 상기 판별된 최
적의 무선 송신 시스템 정보를 상기 기지국(1)에 송신하고, 상기 기지국(1)이 상기 복수의 무선 송신 시
스템(11,13; 12,14)마다 다른 복수 종류의 식별 신호(A, B)를 발생하는 식별 신호 발생 수단(3,4); 상기 
복수의 무선 송신 시스템(11,13; 12,14)을 각각 구성하고, 데이터의 송신 또는 비송신을 설정하는 설정 
수단(9,10); 상기 식별 신호 발생 수단(3,4)으로부터의 상기 식별 신호(A, B)와 상기 설정 수단(9,10)으
로부터 출력되는 데이터를 가산하고, 최종 가산 데이터를 출력하는 가산 수단(6,8); 상기 가산 수단(6,
8)으로부터 각각 출력되는 상기 무선 가산 데이터를 송신하는 기지국 무선 송신 수단(11,12); 상기 이동
국(2)으로부터 무선 송신을 수신하고, 상기 이동국(2)에 의해 판별된 최적 무선 송신 시스템에서의 송신
을 나타내는 최적의 무선 송신 시스템 정보를 추출하는 기지국 무선 수신/추출 수단(16,17); 및 상기 기
지국 무선 수신/추출 수단(16,17)에 의해 추출된 상기 최적의 무선 송신 시스템 정보에 기초하는 하나의 
무선 송신 시스템 이외의 상기 설정 수단(9,10)으로부터의 데이터의 비송신을 설정하는 선택 수단을 포함
하고, 상기 이동국(2)이 상기 기지국(1)으로부터 수신된 데이터를 출력하는 이동국 무선 수신 수단(19); 
상기  이동국  무선  수신  수단(19)에  의해  수신된  데이터로부터  상기  복수의  무선  송신  시스템(11,13; 
12,14)마다 다른 복수의 식별 신호(A,B)를 검출하는 식별 신호 검출 수단(21,22); 상기 식별 신호 검출 
수단(21,22)에 의해 검출된 상기 복수의 식별 신호 중 1개의 식별 신호를 판별하는 판별 수단(23); 및 상
기 판별 수단(23)에 의해 판별된 상기 식별 신호를 송신하는 상기 기지국의 무선 송신 시스템을 나타내는 
최적의 무선 송신 시스템 정보를 송신하는 이동국 무선 송신 수단(25)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송
신 다이버시티 시스템.

청구항 2 

기지국(1)의 복수의 무선 송신 시스템(11,13; 12,14) 중 하나를 선택하여 이동국(2)에 데이터를 다이버시
티 송신하는 송신 다이버시티 시스템에 있어서, 상기 기지국(1)이, 상기 복수의 무선 송신 시스템마다 다
른 식별 신호(A, B; A, Ba)와 송신 데이터를 가산하여 상기 복수의 무선 송신 시스템(l1,13; 12,14)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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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터의 최종 무선 신호를 송신하고, 상기 이동국(2)으로부터의 무선 전파로서 송신된 최적의 무선 송신 
시스템의 정보에 기초하여 하나의 무선 송신 시스템으로부터 송신 데이터를 송신하고, 상기 이동국(2)이, 
상기 기지국(1)의 상기 복수의 무선 송신 시스템(11,13; 12,14)으로부터 수신된 데이터에서 검출된 상기 
복수의 식별 신호(A, B; A, Ba)로부터 최적의 수신 상태를 나타내는 식별 신호를 판별하고, 상기 판별된 
최적의 무선 송신 시스템 정보를 상기 기지국(1)에 송신하고, 상기 기지국(1)이 하나의 식별 신호(A)를 
발생하는 식별 신호 발생 수단(3); 상기 식별 신호 발생 수단(3)으로부터의 상기 식별 신호(A)를 지연하
는 지연 수단(27); 상기 복수의 무선 송신 시스템(11,13; 12,14)을 각각 구성하고, 데이터의 송신 또는 
비송신을 설정하는 설정 수단(9,l0); 상기 설정 수단(9,10)으로부터 출력되는 데이터와 상기 식별 신호 
발생 수단(3) 또는 상기 지연 수단(27)으로부터의 식별 신호(A, Ba)를 가산하여, 최종 가산 데이터를 출
력하는 가산 수단(6,8); 상기 가산 수단(6,8)으로부터 각각 출력되는 상기 무선 가산 데이터를 송신하는 
기지국 무선 송신 수단(11,12); 상기 이동국(2)으로부터 무선 송신을 수신하고, 상기 이동국(2)에 의해 
판별된 최적의 무선 송신 시스템을 통한 송신을 나타내는 최적의 무선 송신 시스템 정보를 추출하는 기지
국 무선 수신/추출 수단(16,17); 및 상기 기지국 무선 수신/추출 수단(16,17)에 의해 추출된 상기 최적의 
무선 송신 시스템 정보에 기초하는 하나의 무선 송신 시스템 이외의 상기 설정 수단(9,10)으로부터의 송
신 데이터의 비송신을 설정하는 선택 수단을 포함하고, 상기 이동국(2)이 상기 기지국(1)으로부터 수신된 
데이터를 출력하는 이동국 무선 수신 수단(19); 상기 이동국 무선 수신 수단(19)으로부터 수신된 상기 데
이터에서 상기 복수의 무선 송신 시스템(11,13; 12,14)의 복수의 식별 신호(A, Ba)를 검출하는 식별 신호 
검출 수단(28); 상기 식별 신호 검출 수단(28)에 의해 검출된 상기 복수의 식별 신호 중 최적의 수신 상
태를 나타내는 1개의 식별 신호를 판별하는 판별 수단(23); 및 상기 판별 수단(23)에 의해 판별된 식별 
신호를 송신하는 상기 기기국(1)의 무선 송신 시스템을 나타내는 최적의 무선 송신 시스템 정보를 송신하
는 이동국 무선 송신 수단(25)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송신 다이버시티 시스템.

청구항 3 

제2항에 있어서, 상기 식별 신호 검출 수단(28)은, 상기 식별 신호 발생 수단(3)으로부터의 기준이 되는 
식별 신호(A)와 수신 신호 간의 슬라이딩 함수를 계산하고, 지연 시간에 대한 상기 식별 신호의 전계 강
도를 나타내는 지연 프로파일을 얻는 식별 신호 서치 수단(28); 및 상기 식별 신호 서치 수단(28)에 의해 
얻어진 지연 프로파일로부터 상기 복수의 식별 신호 중 최고의 신호 강도를 갖는 식별 신호를 나타내는 
최적의 무선 송신 시스템 정보를 얻는 판별 수단(23)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송신 다이버시티 시
스템.

청구항 4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설정 수단(9,10)은, 상기 송신 데이터를 상기 각각의 무선 송신 시스템에 대해 가
변 감쇠하여 상기 송신 데이터를 출력 또는 비출력 모드로 설정하는 복수의 가변 감쇠 수단(9,10)을 포함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송신 다이버시티 시스템.

청구항 5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설정 수단(9,10)은, 상기 각각의 무선 송신 시스템(11,13; 12,14)에 대해 상기 송
신 데이터의 송신 또는 비송신을 설정하는 스위치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송신 다이버시티 시스
템.

청구항 6 

제1항에 있어서, 복수의 이동국(2)에 대해 복수의 송신 데이터를 인코딩하여 상기 인코딩된 데이터를 상
기 설정 수단(9,10)으로 출력하는 멀티플렉싱 수단(5)을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송신 다이버시
티 시스템.

청구항 7 

제6항에  있어서,  상기  멀티플렉싱  수단(5)은  멀티플렉싱  방식으로서  CDMA(Code  Division  Multiple 
Access) 방식을 이용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송신다이버시티 시스템.

청구항 8 

제2항에 있어서, 상기 설정 수단(9,10)은, 상기 송신 데이터를 상기 각각의 무선 송신 시스템에 대해 가
변 감쇠하여 상기 송신 데이터를 출력 또는 비출력 모드로 설정하는 복수의 가변 감쇠 수단(9,10)을 포함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송신 다이버시티 시스템.

청구항 9 

제2항에 있어서, 상기 설정 수단(9,10)은, 상기 각각의 무선 송신 시스템(11,13; 12,14)에 대해 상기 송
신 데이터의 송신 또는 비송신을 설정하는 스위치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송신 다이버시티 시스
템.

청구항 10 

제2항에 있어서, 복수의 이동국(2)에 대해 복수의 송신 데이터를 인코딩하여 상기 인코딩된 데이터를 상
기 설정 수단(9,10)으로 출력하는 멀티플렉싱 수단(5)을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송신 다이버시
티 시스템.

청구항 11 

제10항에  있어서,  상기  멀티플렉싱  수단(5)은  멀티플렉싱  방식으로서  CDMA(Code  Division  Multiple 
Access) 방식을 이용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송신 다이버시티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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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2 

기지국(1) 내의 복수의 무선 송신 시스템(11,13; 12,14) 중 하나를 선택함으로써 이동국(2)으로 데이터를 
다이버시티 송신하는 방법에 있어서, 상기 기지국(l)에서, 상기 복수의 무선 송신 시스템마다 다른 식별 
신호(A,B; A, Ba)와 송신 데이터를 가산하여, 상기 복수의 무선 송신 시스템(11,13; 12,14)으로부터 최종 
무선 신호를 송신하는 단계; 상기 기지국(1)에서, 상기 이동국(2)으로부터 무선 전파로서 송신된 최적의 
무선 송신 시스템의 정보에 기초하여 하나의 무선 송신 시스템으로부터 송신 데이터를 송신하는 단계; 상
기 이동국(2)에서, 상기 기지국(1)의 상기 복수의 무선 송신 시스템(11,13; 12,14)으로부터 수신된 데이
터에서 검출된 상기 복수의 식별 신호(A, B; A, Ba)로부터 최적의 수신 상태를 나타내는 식별 신호를 판
별하는 단계; 및 상기 이동국(2)에서, 상기 판별된 최적의 무선 송신 시스템 정보를 상기 기지국(1)에 송
신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다이버시티 송신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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