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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발명은, 기지국 및 제어국의 구성을 간단화할 수 있는 무선통신시스템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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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에 따른 무선통신시스템은, 기지국의 복수의 안테나소자에 의해 수신된 수신신호를 다른 주파수대역의 신호로 
변환한 후, 서브캐리어 다중화신호(sub-carrier multiplexing signal)를 발생시키기 위해 그 변환된 신호를 합성한다. 
이 신호는 광신호로 변환된 후, 광섬유를 통해 제어국으로 송신된다. 또는, 제어국은 기지국의 복수의 안테나로부터 송
신된 송신신호의 위상에 가중(weighting)을 행한 후, 다른 주파수대역으로의 주파수변환을 행하고, 그 후 서브캐리어 
다중화신호를 발생시키기 위해 변환된 신호를 합성한다. 이 신호는 광신호로 변환된 후, 광섬유를 통해 기지국으로 송
신된다. 제어국 및 기지국은 수신된 서브캐리어 다중화신호를 각 주파수대역에 의해 분할한 후, 각 안테나소자의 송/수
신신호를 발생시키기 위해 분할된 신호의 주파수를 동일한 주파수대역으로 변환한다. 이러한 구성에 의해, 광전송 부품
의 구성을 최소로 축소하는 것이 가능하고, 기지국의 구성을 간단화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더욱이, 각 안테나소자의 
송/수신신호의 상대 위상차 및 상대 강도를 유지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이에 따라, 수신신호의 도달방향을 예측하고, 
송신신호의 방사빔 패턴을 제어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대표도
도 3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ROF 기술을 이용한 무선통신시스템을 개략적으로 나타낸 블록도,

도 2는 ROF 기술을 이용한 무선통신시스템을 개략적으로 나타낸 블록도,

도 3은 본 발명에 따른 무선통신시스템의 제1실시예를 개략적으로 나타낸 블록도,

도 4는 기지국 국부발진기를 나타낸 블록도,

도 5는 기지국 LO신호의 파형도,

도 6a는 승산기와 밴드패스필터의 입/출력신호를 나타낸 도면,

도 6b는 승산기 및 밴드패스필터의 입/출력신호를 나타낸 도면,

도 7a는 식 (14)의 관계를 만족하지 않는 경우의 수신신호의 파형도,

도 7b는 식 (14)의 관계를 만족하는 경우의 수신신호의 파형도,

도 8은 본 발명에 따른 무선통신시스템의 제2실시예의 블록도,

도 9는 도 8의 제어국 국부발진기의 상세한 구성을 나타낸 블록도,

도 10은 커플러에 의해 발생되는 서브캐리어 다중화신호의 주파수 스펙트럼도,

도 11은 기지국 국부발진기의 상세한 구성을 나타낸 블록도,

도 12는 본 발명에 따른 무선통신시스템의 제3실시예의 블록도,

도 13은 본 발명에 따른 무선통신시스템의 제4실시예를 나타낸 블록도,

도 14a는 수신신호의 주파수 스펙트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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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4b는 분광 확산신호의 주파수 스펙트럼도,

도 14c는 분광확산 다중화신호의 주파수 스펙트럼도,

도 15a는 스펙트럼 확산부의 상세한 구성을 나타낸 블록도,

도 15b는 스펙트럼 역확산부의 상세한 구성을 나타낸 블록도,

도 16은 본 발명에 따른 무선통신시스템의 제5실시예의 블록도,

도 17은 본 발명에 따른 무선통신시스템의 제6실시예의 블록도,

도 18은 본 발명에 따른 무선통신시스템의 제7실시예의 블록도,

도 19는 본 발명에 따른 무선통신시스템의 제8실시예의 블록도,

도 20은 제어국의 커플러로 입력되는 각 신호의 주파수 스펙트럼도,

도 21은 기지국의 분배기 및 밴드패스필터의 접속관계를 나타낸 도면,

도 22는 본 발명에 따른 무선통신시스템의 제9실시예의 블록도,

도 23은 본 발명에 따른 무선통신시스템의 제10실시예의 블록도,

도 24는 본 발명에 따른 무선통신시스템의 제11실시예의 블록도,

도 25는 본 발명에 따른 무선통신시스템의 제12실시예의 블록도,

도 26은 본 발명의 무선통신시스템을 개략적으로 나타낸 블록도,

도 27a 및 도 27b는 빔형성회로에 의해 형성된 빔의 특성을 나타낸 도면,

도 28은 본 발명에 따른 무선통신시스템의 제14실시예의 블록도,

도 29a는 도 3의 방향성 안테나에 의한 빔형성을 개략적으로 나타낸 도면,

도 29b는 도 26의 요소 안테나 및 빔형성회로에 의한 빔형성을 나타낸 도면,

도 30은 본 발명에 따른 무선통신시스템의 제15실시예의 블록도,

도 31은 본 발명에 따른 무선통신시스템의 제16실시예의 블록도,

도 32는 본 발명에 따른 무선통신시스템의 제17실시예의 블록도,

도 33은 도 31의 회로에서 어레이 안테나 대신에 접속된 방향성 안테나를 나타낸 도면,

도 34는 본 발명에 따른 무선통신시스템의 제18실시예의 블록도,

도 35는 주파수 다중화부에 의해 안테나소자 다중화를 한 신호의 주파수 스펙트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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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36은 교정계수 연산회로의 상세한 구성을 나타낸 블록도,

도 37은 위상차 검출기의 상세한 구성을 나타낸 블록도,

도 38은 진폭비 검출기의 상세한 구성을 나타낸 블록도,

도 39는 파일럿신호의 신호강도를 나타낸 도면,

도 40은 본 발명에 따른 무선통신시스템의 제19실시예의 블록도,

도 41은 본 발명에 따른 무선통신시스템의 제20실시예의 블록도,

도 42는 본 발명에 따른 무선통신시스템의 제21실시예의 블록도,

도 43은 도 41을 변형한 무선통신시스템의 블록도이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적응형 어레이 안테나 등의 가변 빔패턴 어레이 안테나를 갖춘 기지국과, 광섬유를 통해 기지국에 연결되고 
제어국 측의 가변 빔패턴 어레이 안테나를 제어하는 기능을 갖춘 제어국으로 구성된 무선통신시스템에 관한 것이다.

    
신호전송을 수행하기 위해 셀룰러 폰 및 ITS(intelligent transport system)로 대표되는 이동통신을 위한 기지국과 
제어국을 광섬유에 의해 서로 연결하는 ROF(radio on fiber) 기술에 관해 많은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 ROF 기술
에 의하면, 무선신호는 기지국으로부터 광섬유를 통해 제어국으로 송신되고, 기지국의 구성을 간단화 및 최소화하기 위
해 변조기/복조기, 제어기 등을 제어국에 일체적으로 포함시키고 있다. 이에 따라, 복수의 기지국을 도로, 지하 쇼핑센
터, 터널 등을 따라 정렬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더욱이, 기지국에서의 주파수대역의 타이트니스(tightness) 및 간섭파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방향성을 변화시킬 
수 있는 적응형 안테나가 주목되고 있다. 적응형 안테나는 복수의 안테나소자를 갖는 어레이 안테나를 갖추고 있고, 이 
안테나의 방향성은 각 안테나소자로부터 송신되는 송신신호에 의해 변화시킬 수 있다.

제어국에서의 빔 연산회로는, 무선신호의 방사패턴을 기지국으로부터 가입자로, 무선신호의 방사패턴을 가입자로부터 
기지국으로 유도하고, 가입자의 움직임 및 위치에 따라 적응적으로 적응형 안테나의 방향성을 변화시킨다.

기지국이 이러한 형태의 적응형 안테나를 갖추고 있고 ROF 기술을 이용하여 제어국에 연결되는 무선통신시스템에 대
해 몇가지 문서가 공개되어 있다(예컨대 일본국 공개특허공보 제145286/1998호).

도 1 및 도 2는 ROF 기술을 이용한 무선통신시스템의 구성을 개략적으로 나타낸 블록도이다. 이 무선통신시스템과 같
은 송/수신기능을 고려하여, 기지국으로부터 제어국으로 각 안테나소자에 의해 수신되는 무선신호를 상대 위상차 및 상
대 강도차가 유지되는 동안에 송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따라서, 종래의 시스템에서는, 각 안테나소자의 송/수신신호는 광신호로 변환된 후, 파장을 다중화함으로써 혹은 각 안
테나소자에 소정의 광섬유를 할당함으로써 기지국과 제어국간에서 전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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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만, ROF 기술을 이용한 종래의 시스템에서는, 도 1 및 도 2에 나타낸 바와 같이 전기/광(electric/optical)변환
기 및 광/전기(optical/electric)변환기의 쌍이 각 안테나소자 선로에 할당되고, 기지국 및 제어국은 안테나소자의 수
만큼 광송신기/수신기쌍을 필요로 하게 된다.

따라서, 기지국 및 제어국의 광전송기를 구성하는 소자가 크게 증가하고, 그 구성이 복잡해지며, 장치의 사이즈가 커지
게 된다. 더욱이, 파장 다중화 전송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광멀티플렉서, 광분기 필터(optical branching filter), 광원
의 파장제어기능을 수행하는 부분 및 다른 구성이 더 필요하게 된다.

한편, 광섬유가 각 안테나소자에 의해 제공되는 경우에는, 기지국을 제어국에 연결하기 위한 광섬유의 수가 크게 증가
하고, 그에 따라 광/전기변환기 및 전기/광변환기 등의 광전송시스템의 구성이 복잡해지고 커지게 된다.

따라서, 적응형 안테나를 갖추고 있으며 신호송신을 수행하기 위해 ROF 기술을 이용하는 종래의 무선통신시스템에 있
어서는, 광전송시스템을 구성하는 소자가 많아져서 그 구성이 복잡해지기 때문에, 기지국과 제어국을 최소화하기 어렵
고, 비용을 절감할 수 없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은, 상기한 점들을 고려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그 목적은 전송품질을 열화시키지 않고 기지국 및 제어국의 구성
을 간단화 및 최소화할 수 있는 무선통신시스템을 제공하는 것이다.

더욱이, 본 발명의 다른 목적은, 구성을 복잡하게 하지 않고 제어국으로부터 기지국으로 송신되는 송신신호의 위상 및 
진폭을 용이하면서도 정확하게 조정할 수 있는 신뢰성 높은 무선통신시스템을 제공하는 것이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무선통신단말과 무선통신을 행하기 위한 기지국과, 광전송선로를 통해 상기 기지국과 연결
되는 제어국을 구비하여 구성되고,

상기 기지국은, 복수의 안테나소자를 갖추고, 상기 무선통신단말의 위치에 따라 방향성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가변 빔패
턴 어레이 안테나와,

상기 복수의 안테나소자를 통해 상기 무선통신단말로부터 수신된 수신신호를 다른 대역으로 주파수변환하도록 구성된 
기지국측 주파수변환기,

서브캐리어 다중화신호(sub-carrier multiplexing signal)를 발생시키기 위해 상기 기지국측 주파수변환기에 의해 
주파수변환된 복수의 신호를 합성하는 서브캐리어 다중화신호 발생수단 및,

상기 서브캐리어 다중화신호를 상기 광전송선로를 통해 상기 제어국으로 송신하는 기지국측 송신수단을 구비하고 있으
며,

상기 제어국은, 상기 광전송선로를 통해 상기 기지국으로부터 송신된 상기 서브캐리어 다중화신호를 상기 복수의 안테
나소자에 의해 수신된 신호로 분기하고, 분기된 신호의 각각에 대해 동일한 주파수대역의 신호를 얻기 위해 주파수변환
을 행하는 제어국측 주파수변환기와,

상기 복수의 안테나소자의 방사빔 패턴을 제어하기 위해 가중(weighting)계수를 얻는 빔연산수단,

상기 가중계수에 기초하여 가중을 행하는 가중수단 및,

상기 제어국측 주파수변환기에 의해 주파수가 변환되고 가중이 행해진 상기 분기 신호를 합성함으로써 수신신호를 발
생시키는 수신신호 발생수단을 구비하고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무선통신시스템에 의해 단말 측으로부터 기반 구조
(infrastructure) 측으로의 업 링크(up link)가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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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이, 복수의 안테나소자를 갖추고 무선통신단말의 위치에 따라 방향성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가변 빔패턴 어레이 안테
나를 포함하고 있는 기지국과, 광전송선로를 통해 상기 기지국과 연결되는 제어국을 구비하여 구성되고,

상기 제어국은, 상기 복수의 안테나소자에 대해 상기 가변 빔패턴 어레이 안테나로부터 상기 무선통신단말로 송신된 송
신신호와 상관된 신호를 분기하는 제어국측 분기수단과,

가중제어신호에 기초하여, 상기 가변 빔패턴 어레이 안테나로부터 상기 무선통신단말로 송신된 송신신호에 관련된 각 
안테나소자의 신호에 대해 가중을 행하는 가중수단,

각기 다른 대역으로 주파수를 변환하는 제어국측 주파수변환수단,

서브캐리어 다중화신호를 발생시키기 위해 상기 제어국측 주파수변환수단에 의해 다른 대역으로 주파수변환된 각각의 
신호를 합성하는 서브캐리어 다중화신호 발생수단 및,

상기 서브캐리어 다중화신호를 상기 광전송선로를 통해 상기 기지국으로 송신하는 송신수단을 구비하고 있으며,

상기 기지국은, 상기 복수의 안테나소자에 대해 상기 광전송선로를 통해 상기 제어국으로부터 송신된 상기 서브캐리어 
다중화신호를 분기하는 기지국측 분기수단과,

상기 기지국측 분기수단에 의해 분기된 각각의 신호를 동일한 주파수대역의 신호로 주파수변환하는 기지국측 주파수변
환수단을 구비하고 있고,

상기 복수의 안테나소자는, 상기 기지국측 주파수변환수단에 의해 주파수변환된 각각의 신호를 상기 무선통신단말로 송
신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무선통신시스템에 의해 기반 구조 측으로부터 단말 측으로의 다운 링크(down link)가 제공
된다.

본 발명에 따르면, 복수의 안테나소자에 의해 수신된 신호가 서브캐리어 다중화신호로 변환되어 제어국과 기지국간에서 
광학적으로 전송되기 때문에, 기지국과 제어국간의 신호전송시스템의 구성을 간단화할 수 있다.

본 발명에 따르면, 송신시스템과 수신시스템의 각각이 한 조각의 광섬유에 의해 각각 전송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안테
나소자의 수에 따르지 않고 전기/광변환기와 광/전기변환기의 쌍만이 송신시스템과 수신시스템의 각각에 필요하게 된
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유익한 효과가 얻어진다.

    
먼저, 광섬유의 수를 종래의 섬유 다중 시스템(fiber multiple system)보다 줄이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더욱이, 본 발
명의 광전송시스템은 파장 다중화 시스템과 다른 광다중화부 및 광디멀티플렉서를 필요로 하지 않고, 전기/광변환기는 
파장제어회로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본 발명의 시스템은 한쌍의 전기/광학변환기와 광/전기변환기를 필요로 하기 때문
에, 종래의 섬유 다중 및 파장 분할 다중 시스템을 이용한 무선통신시스템보다 광전송부의 구성을 축소하고, 제어국 및 
기지국의 구성을 대폭적으로 간단화 및 최소화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또, 전기 부품보다 높은 광전송 부품의 수를 줄
임으로써 기지국의 비용을 절감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더욱이, 본 발명에 따르면, 상술한 무선통신시스템에 위상동기루프(PLL) 기술이나 국부발진기 신호에 따른 상기 서브
캐리어 다중화신호의 전송을 적용함으로써, 실효 길이가 주변온도의 변화에 의해 변화하더라도 기지국에 설치되는 안테
나소자의 송/수신신호의 상대 위상차를 원칙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따라서, 제어국 측의 빔 연산회로에
서의 수신신호의 도달방향을 예측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그리고, 기지국 측의 어레이 안테나의 빔패턴 형성을 제어
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즉, 기지국 측에 빔 연산회로 및 제어회로를 배치하는 것이 불필요하게 된다. 이에 따라, 수동
소자로 구성하여 전체적인 구성을 최소화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이러한 이점을 갖는 기지국이 광범위하게 다수 배열
되더라도, 신뢰성이 높고 안정한 무선통신시스템을 제공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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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술한 본 발명에 따른 무선통신시스템에는 빔형성수단 및 레벨검출수단을 적용하는 시스템이 있다. 이러한 시스템을 
적용하는 무선통신시스템은, 복수의 안테나소자로 급전하기 위한 전기신호에 의해 방사빔 패턴이 변화하는 가변 빔패턴 
어레이 안테나를 갖춘 기지국과,

상기 복수의 안테나소자에 인가되는 전기신호의 가중을 행하기 위한 신호연산회로를 갖춘 제어국을 구비하여 구성되고,

상기 기지국은 광전송선로를 통해 상기 제어국과 연결되며,

상기 복수의 안테나소자로 급전하기 위한 전기신호는 상기 제어국으로부터 상기 광전송선로를 통해 상기 기지국으로 
송신되고,

상기 광전송선로를 통해 송신되는 신호는, 상기 복수의 안테나소자로 급전하기 위한 전기신호를 서로 주파수가 다른 복
수의 국부발진신호에 의해 다른 주파수로 주파수변환하여 얻은 전기신호를 다중화함으로써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한
다.

더욱이, 복수의 안테나소자를 포함하는 어레이 안테나를 갖춘 기지국과,

상기 가변 빔패턴 어레이 안테나의 수신신호로부터 원하는 신호를 유도하기 위한 빔형성회로를 갖춘 제어국을 구비하
여 구성되고,

상기 기지국은 광전송선로를 통해 상기 제어국과 연결되며,

상기 복수의 안테나소자에 의해 수신된 전기신호는 상기 기지국으로부터 상기 광전송선로를 통해 상기 제어국으로 송
신되고,

상기 광전송선로를 통해 송신되는 신호는, 상기 복수의 안테나소자에 의해 수신된 전기신호를 서로 주파수가 다른 복수
의 국부발진신호에 의해 다른 주파수로 주파수변환하여 얻은 전기신호를 다중화함으로써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무선통신시스템이 제공된다.

더욱이, 무선통신단말과 무선통신을 행하기 위한 기지국과, 광전송선로를 통해 상기 기지국과 연결되는 제어국을 구비
하여 구성되고,

상기 기지국은, 방향성이 서로 다른 복수의 안테나소자와,

상기 광전송선로를 통해 상기 제어국으로부터 송신된 제1광신호를 전기신호로 변환하는 제1광/전기변환수단,

상기 제1광/전기변환수단에 의해 변환된 전기신호를 상기 무선통신단말에 대한 송신신호와 상기 복수의 안테나소자를 
선택하기 위한 안테나 선택신호로 분리하는 분리수단,

상기 안테나소자를 제어하기 위해 상기 안테나 선택신호에 기초하여 상기 복수의 안테나소자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는 
안테나 제어수단,

상기 무선통신단말에 대한 송신신호를 상기 안테나소자를 통해 상기 무선통신단말로 송신하는 송신수단,

상기 안테나소자를 통해 상기 무선통신단말로부터 수신된 각각의 수신신호와 상관된 신호를 주파수 다중화하는 제1주
파수 다중화수단 및,

제2광신호를 발생시키기 위해 상기 주파수 다중화수단에 의해 주파수가 다중화된 신호를 광학적으로 변조하고, 그 제2
광신호를 상기 광전송선로를 통해 상기 제어국으로 송신하는 제1전기/광변환수단을 구비하고 있으며,

 - 7 -



등록특허 10-0376298

 
상기 제어국은, 상기 기지국으로부터 송신된 상기 제2광신호를 전기신호로 변환하는 제2광/전기변환수단과,

상기 제2광/전기변환수단에 의해 변환된 전기신호를 다중화하기 전의 상기 복수의 주파수신호로 분할하는 디멀티플렉
스수단,

상기 디멀티플렉스수단에 의해 분할된 각각의 주파수신호와 상관된 신호를 위상 및/또는 신호강도에 대해 가중하는 가
중수단,

상기 가중수단에 의해 가중이 행해진 각각의 신호를 합성하는 합성수단,

상기 합성수단에 의해 합성된 신호에 기초하여 수신신호를 복조하는 복조수단,

상기 디멀티플렉스수단에 의해 분할된 각각의 주파수신호와 상관된 신호의 최대 강도 및/또는 강도분포를 검출하고, 그 
검출결과에 기초하여 상기 안테나 선택신호를 발생시키는 레벨검출수단,

상기 무선통신단말에 대한 송신신호를 상기 안테나 선택신호와 다중화하는 제2주파수 다중화수단 및,

상기 제1광신호를 발생시키기 위해 상기 제2주파수 다중화수단에 의해 다중화된 신호를 광학적으로 변조하고, 상기 제
1광신호를 상기 광전송선로를 통해 상기 기지국으로 송신하는 제2전기/광변환수단을 구비하고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
는 무선통신시스템이 제공된다.

빔형성회로를 갖춘 본 발명에 따르면, 수신신호가 기지국으로부터 제어국으로 송신되는 경우, 기지국 또는 제어국에서 
그 수신신호의 최대 강도 및/또는 강도분포가 검출되고, 그 검출결과에 기초하여 무선통신단말로 어드레스 지정되는 송
신신호의 방향성(directivity)이 제어된다. 이 때문에, 상대 위상차를 유지하는 동안에 기지국으로부터 제어국으로 수
신신호를 전송하는 것이 불필요하게 되어 기지국 및 제어국의 구성을 간단화 및 최소화할 수 있다.

더욱이, 제어국이 기지국의 무선통신단말로 어드레스 지정되는 송신신호의 방향성을 제어하기 위한 제어신호를 발생하
는 경우, 그 제어신호가 무선통신단말로 어드레스 지정되는 송신신호를 다중화함으로써 기지국으로 송신되면, 전송시스
템의 구성을 간단화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더욱이, 기지국이 무선통신단말로 어드레스 지정되는 송신신호의 방향성을 제어하기 위한 제어신호를 발생하는 경우에
는, 제어국이 무선통신단말로 어드레스 지정되는 송신신호만을 보낼 수 있다. 이 때문에, 송신시스템의 구성을 간단화
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더욱이, 최대 강도 및/또는 강도분포에 기초하여 기지국으로부터 제어국으로 송신되는 수신신호만을 필요로 하는 경우
에는, 제어국으로 송신되는 수신신호의 수를 줄이는 것이 가능하고, 수신시스템의 구성을 간단화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
다.

또한, 본 발명에 따른 무선통신시스템은 기지국의 안테나소자간의 상대 위상차를 보상하는 수단을 포함하고 있다. 이 
수단을 포함하는 무선통신시스템은, 무선통신단말과, 이 무선통신단말과 무선통신을 행하기 위한 기지국 및, 광전송선
로를 통해 상기 기지국과 연결되는 제어국을 구비하여 구성되고,

상기 기지국은, 복수의 안테나소자를 갖춘 어레이 안테나와,

상기 광전송선로를 통해 상기 제어국으로부터 송신되는 상기 안테나소자에 대응하는 각각의 송신신호를 상기 광전송선
로를 통해 상기 제어국으로 피드백하는 피드백수단을 구비하고 있으며,

상기 제어국은, 상기 피드백수단으로부터 피드백된 상기 각각의 송신신호중에서 적어도 2개의 신호를 비교하여 위상차 
및/또는 진폭변동량을 검출하는 비교검출수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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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비교검출수단에 의해 검출된 위상차 및/또는 진폭변동량에 기초하여 상기 복수의 안테나소자에 대응하는 각각의 
송신신호에 대해 보상을 행하는 보상수단을 구비하고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에 따르면, 제어국으로부터 기지국으로 송신되는 송신신호가 제어국으로 피드백되고, 송신신호의 위상 및 진폭
이 송신신호의 피드백신호와의 비교결과 또는 피드백신호중 2개의 신호의 비교결과에 기초하여 조정되기 때문에, 제어
국 및 기지국에서의 송신신호의 전파중에 발생되는 위상차 및 진폭변동량을 용이하면서도 정확하게 교정할 수 있다.

더욱이, 본 발명에 따르면, 통신중이라도 교정처리를 행할 수 있기 때문에, 통신이 교정에 의해 간섭을 받지 않게 된다.

상술한 바와 같이, 본 발명에 따른 무선통신시스템은 제어국 및 기지국의 전기/광변환기 및 광/전기변환기의 수를 대폭
적으로 저감할 수 있다. 따라서, 기지국 및 제어국의 구성을 최소화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광학 부품의 저감에 의해, 
무선통신시스템의 비용을 절감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이점에 의해, 많은 기지국을 할당하고, 통신영
역을 확대시키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더욱이, 본 발명에 따른 무선통신시스템은, 실효 길이가 아마도 외부에 배열되는 전송선로의 광섬유에서의 주변온도의 
변동에 의해 변화하더라도, 안테나소자간의 상대 위상차의 변동을 억제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시스템의 동작을 안정시
키는 것이 가능하고, 무선통신시스템을 고신뢰성을 가지고 실현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실시예)

이하, 예시도면을 참조하면서 본 발명에 따른 무선통신 시스템을 상세히 설명한다. 더욱이, 이하의 실시예에 있어서, 위
상상태 및 신호강도상태를 나타내기 위하여 이득의 분산과, 손실, 투과율 및, 각 안테나 소자 선로에 삽입되는 증폭기와 
승산기 및 필터와 같은 마이크로파 구성요소의 차이 및 선로 길이에 의한 지연 차이에 의한 군속도는 무시되어진다.

제1실시예

도 3은 본 발명에 따른 무선통신 시스템의 제1실시예의 구성을 나타낸 블록도이다. 도 3의 무선통신시스템은 기지국(
1)과 제어국(2)으로 구성되고, 국은 각각 광섬유(3)를 매개로 서로 연결된다.

기지국(1)은 4개의 어레이 안테나로 구성되는 어레이 안테나(4a∼4d)와, 저잡음 증폭기(5a∼5d), 기지국 국부발진기
(6: 제1국부발진기), 승산기(7a∼7d: 기지국측 주파수 변환수단), 밴드패스필터(8a∼8d), 커플러(9: 서브캐리어 다
중화신호발생수단) 및, 전기/광변환기(10: E/O converter, 기지국측 송신수단)를 갖춘다.

제어국(2)은 광/전기변환기(11: O/E converter)와, 디멀티플렉서(12), 제어국 국부발진기(13: 제2국부발진기), 승
산기(14a∼14d: 제어국측 주파수 변환수단), 밴드패스필터(15a∼15d), 빔 연산회로(16: 빔연산수단), 가중회로(17
a∼17d: 가중수단), 커플러(18: 수신신호발생수단) 및, 복조기(19)를 갖춘다.

기지국(1)에 있어서, 가입자(도시되지 않았음)로부터의 무선신호(70)가 어레이 안테나(4a∼4d)에 의해 수신된다. 본 
실시예에 있어서, 어레이 안테나의 소자의 수가 4개(각 소자(4a∼4d)는 도 3에 도시됨)인 경우가 설명되지만, 소자의 
수는 특히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각 어레이 안테나(4a∼4d)에 의해 수신된 수신신호(71a∼71d)는 다음의 식 (1)로 
표현된다.

                                ---- (1)                                

식 (1)에 있어서, 무선신호(70)는 QPSK(quadriphase-shift keying)와 같은 위상변조신호이고, 위상변조 항은 φ m

(t)이다. 더욱이, t는 시간, ω는 신호 각주파수(signal angular frequency), φ는 각각의 신호 상대위상, P는 각각의 
신호 상대강도를 나타내고, 신호 형태는 첨자에 의해 구별된다. 첨자 a내지 d는 각각의 안테나소자 a 내지 d와 관련된 
신호를 나타낸다. 식 (1)에 나타낸 바와 같이, 각각의 수신신호(71a∼71d)는 무선신호(70)의 도착 방향에 따라 위상 
및 진폭이 변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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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신호(71a∼71d)는 저잡음 증폭기(5a∼5d)를 매개로 승산기(7a∼7d)에 입력된다. 승산기(7a∼7d)는 저잡음 증
폭기(5a∼5d)를 통해 지나온 신호와 기지국 국부발진기(6)로부터 출력된 기지국 LO신호(72a∼72d)를 승산하여, 주
파수를 변환시킨다. 기지국 LO신호(72a∼72d)는 식 (2)로 표현된다.

                                ---- (2)

식 (2)에 나타낸 바와 같이 기지국 LO신호(72a∼72d)는 전력은 서로 동일함과 더불어 주파수는 서로 달리되어 있다. 
기지국 LO신호(72a∼72d)와 승산을 수행함으로써, 수신신호(71a∼71d)는 서로 다른 주파수를 갖는 저주파수 대역의 
신호로 변환된다.

승산기(7a∼7d)의 출력은 밴드패스필터(8a∼8d)에 입력되어 원하는 대역수신신호(73a∼73d)가 추출된다. 수신신호
(73a∼73d)는 식 (3)으로 표현된다.

                                                    ---- (3)

밴드패스필터(8a∼8d)를 통해 지나온 수신신호(73a∼73d)는 커플러(9)에 의해 결합되어, 서브캐리어 다중화신호(7
4)가 발생된다. 발생된 서브캐리어 다중화신호(74)는 광/전기변환기(10)에 입력되어, 광신호(150)로 변환되고, 광섬
유(3)를 매개로 제어국(2)에 송신된다.

광섬유(3)를 매개로 제어국(2)에 송신된 광신호는 광검출기(PD)와 같은 광/전기변환기(11)에 의해 수신신호(75)로 
변환된다. 수신신호(75)는 디멀티플렉서(12)에 의해 안테나소자의 수에 따라 분배되고, 이어서 승산기(14a∼14d)에 
입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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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산기(14a∼14d)는 디멀티플렉서(12)의 출력신호와 제어국 국부발진기(13)로부터 출력된 제어국 LO신호(76a∼7
6d)를 승산하여 주파수변환을 수행한다. 식 (4)에 나타낸 바와 같이 제어국 LO신호(76a∼76d)는 전력이 서로 동일하
고, 주파수가 서로 달리되며, 이러한 신호들을 승산함으로써 서브캐리어 다중화가 수행된 수신신호(75)의 주파수는 다
시 제어국(2)에서 동일한 주파수로 변환된다.

                                ---- (4)

승산기(14a∼14d)의 출력은 밴드패스필터(15a∼15d)로 입력되어, 원하는 대역수신신호(77a∼77d)가 추출된다. 수
신신호(77a∼77d)는 식 (5)로 표현된다.

                                                    ---- (5)

여기서, 기지국 국부발진기(6)의 출력신호(72a∼72d)의 주파수와 위상 및, 제어국 국부발진기(13)의 출력신호(76a
∼76d)는 식 (6) 및 식 (7)의 조건을 만족하도록 설정된다.

                                                                 ---- (6)

k+2mπ= φ1a +φ2a +2ma π= φ1b +φ2b +2mbπ

= φ1c +φ2c +2mc π= φ1d +φ2d +2mdπ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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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6)과 식 (7)의 조건이 만족될 경우, 식 (5)에 의해 표현되어진 수신신호 (77a∼77d)는 식 (8)로 다시 기재된다.

                                          ---- (8)

식 (1)과 식 (8)을 비교함으로써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수신신호(77a∼77d)는 기지국(1)에서 수신신호(71a∼71d)
의 상대위상차(φa ∼φd) 및 상대강도(Pa ∼Pd)를 유지한다. 따라서, 기지국(1)으로부터 제어국(2)으로 수신신호가 
전파되는 동안, 위상 부가 및 신호 강도 변동의 영향이 무시될 수 있다.

빔 연산회로(16)는 수신신호(77a∼77d)를 기초로 한 최적 합성과 같은 신호 처리를 제어하기 위한 연산을 수행하고, 
이것이 무선신호(70)의 도착 방향을 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무선통신 시스템을 위해 불필요할 경우, 빔 연산회로
(16)는 최적 합성만을 수행한다. 이 경우, 식 (7)의 조건이 반드시 만족되어지지는 않는다.

본 실시예에서 빔 연산회로(16)는 부분적으로 수신신호(77a∼77d)를 취하고, 최적 신호 합성을 수행하도록 위상 및 
강도 가중을 연산한다. 이어서, 연산결과를 기초로, 가중회로(17a∼17d)를 제어하고, 위상 및 신호 강도 가중을 수신
신호(77a∼77d)에 부가하며, 멀티플렉서(18)에 의해 각각의 신호를 결합함으로써 수신신호(78)가 얻어진다. 수신신
호(78)는 복조기(19)에 입력되어, 가입자로부터의 정보가 추출된다.

상대위상차(φa ∼φd) 및 상대강도(Pa ∼Pd)를 기초로 상기한 신호처리에 부가하여 빔 연산회로(16)가 지연파에 관하
여 최적 다중화 제어를 수행할 수 있고, 또는 수신신호의 불필요한 파 및 간섭파를 억제함과 더불어 신호 대 간섭율(S
IR) 최적 다중화를 수행한다. 더욱이, 무선신호(70)의 도착 방향은 또한 연산에 의해 구해질 수 있다.

본 실시예에 있어서, 기지국(1)으로부터 가입자로의 송신 시스템은 도시되지는 않았지만, 제어국(2)에서 무선신호(7
0)의 도착 방향의 추정이 기지국(1)으로부터 가입자로의 무선신호의 도착 방향을 결정하기 위해 중요하고, 따라서 빔 
연산회로(16)의 계산 결과는 송신시스템에 적용될 수 있다.

원칙적으로, 기지국 LO신호(72a∼72d)와 제어국 LO신호(76a∼76d) 각각의 신호 강도가 일정한 경우, 수신신호(71
a∼71d)의 상대 강도차를 유지하는 동안 제어국(2)으로 신호를 송신하는 것이 가능하다. 마찬가지로, 제어국(2)으로
부터 기지국(1)으로 신호를 송신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하, 상대 강도차가 언급되지 않는 것은 아니고, 상대 위상차가 
주목된다.

각각의 안테나소자(4a∼4d)의 수신신호(71a∼71d)는 다른 반송파 주파수에 따라 기지국(1)으로부터 제어국(2)으로 
송신된다. 반송파 주파수가 다를 경우, 안테나소자 선로 사이의 상대 위상차는 전파시간에 따라 변화된다. 따라서, 기지
국(1)과 제어국(2)에서 전체적으로 2개의 주파수 변환에 이용된 기지국 LO신호(72a∼72d)와 제어국 LO신호(76a∼
76d)의 주파수 항의 관계를 고려하는데 필요로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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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4는 기지국 국부발진기(6)의 구성을 나타낸 블록도이다. 도 4에 도시된 바와 같이, 기지국 국부발진기(6)는 기준발
진기(20)와, 분배기(21), 위상비교기(22a∼22d), 전압제어발진기(23a∼23d: VCO), 분주기(24a∼24d) 및, 루프필
터(25a∼25d)를 갖춘다.

크리스탈과 같은 고안정성 발진기가 기준발진기(20)로서 이용된다. 기준발진기(20)의 출력신호(80)의 발진주파수는 
fr로 설정된다. 출력신호(80)는 분배기(21)에 의해 안테나의 수 만큼 분할되어, 위상비교기(22a∼22d)에 입력된다.

    
예컨대, N,(N+1),---,(N+3)으로 VCO(23a∼23d)로부터의 출력신호(72a∼72d) 의 주파수를 분할함으로서 얻어
진 신호는 위상비교기(22a∼22d)로 입력된다. 위상비교기(22a∼22d)는 2개의 위상신호(80,81)를 서로 비교하여 위
상비교신호(82)를 출력한다. 위상비교신호(82)는 루프필터(25a∼25d)를 매개로 VCO(23a∼23d)로 피드백된다. 이
러한 피드백에 의해 VCO(23a∼23d)의 출력으로서의 기지국 LO신호(72a∼72d)의 주파수가 N ×fr, (N+1) ×fr, (
N+2) ×fr, (N+3) ×fr의 순으로 잠겨진다.
    

도 5는 기지국 LO신호(72a∼72d)의 파형도이다. 실질적으로 출력된 발진신호(72a∼72d)는 정현파이지만, 여기서 상
승 및 하강 위상 상태를 명확히 하기 위해 구형파가 도시되어 있으며, 상승 위상은 0도로 설정되고, 하강 위상은 π도로 
설정된다.

도 5는 위상비교기(21)가 위상비교신호(82)를 출력함에 따라 기준발진기 출력신호(80)와 분주신호(81) 사이의 위상
차가 0일때의 기지국 LO신호(72a∼72d)의 파형을 나타낸 것으로, 기지국 LO신호(72a∼72d)는 도 5에 도시된 식에 
의해 표현된다.

제어국(2)측의 제어국 국부발진기(13)는 기지국 국부발진기(6)와 마찬가지로 구성되고, 제어국 LO신호(76a∼76d)
를 발생시킨다. 제어국 국부발진기(13)에서 기준신호(80)의 발진주파수는 fr이고, 이는 기지국(1)측의 발진주파수와 
동일하다. 더욱이, 제어국 LO신호(76a∼76d)의 주파수는 (N+3) ×fr, (N+2) ×fr, (N+1) ×fr, N ×fr의 순으로 
잠겨짐에 따라 수신신호(77a∼77d)의 주파수는 서로 일치한다.

여기서, 기지국(1)측 기준신호(80)의 위상 상태는 φ BS , 제어국(2)측 기준신호(80)의 위상 상태는 φ CS 로 가정한다. 
수신신호(71)로부터 수신신호(77)로의 위상 변화량을 나타내기 위해, 식 (1)에 의해 표현되는 수신신호(71a)는 식 
(9)로 다시 기재된다.

Ra(t) = cos[ω RF t] --- (9)

더욱이, 기준신호(80)의 위상 상태가 φBS 일때, 식 (2)의 기지국 LO신호(72a)는 다음과 같이 다시 기재할 수 있다.

LO1a(t) = cos[Nω rt + NφBS ] --- (10)

도 6a는 승산기(7a)와 밴드패스필터(8a)의 입/출력 신호를 나타낸 도면이고, 도 6b는 승산기(14a)와 밴드패스필터(
15a)의 입/출력 신호를 나타낸 도면이다. 상기한 식 (9),(10)으로부터 밴드패스필터(8a)로부터 출력된 수신신호(73
a)는 식 (11)로 표현할 수 있다.

R'a(t) = (1/2) ×cos[(ω RF - Nωr)t - NφBS ] --- (11)

기지국(1)으로부터 제어국(2)으로의 수신신호(73)의 전파시간은 T로 설정되고, 따라서 t' = t-T 이다. 제어국(2)측 
상에서 기지국(1)으로부터 송신된 수신신호(75)는 제어국 LO신호(76a)와 승산된다(여기서, 안테나소자(4a)의 선로
의 원하는 대역폭 만이 도시됨). 제어국(2)측의 기준신호(80)의 위상 상태가 φ CS 일때, 제어국 LO신호(76a)는 식 (
12)로 표현될 수 있다.

LO2a(t) = cos[(N+3)ω rt' + (N+3)φCS ] ---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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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어국 LO신호(76a∼76d)의 주파수는 수신신호(75a∼75d)를 동일한 주파수 대역으로 변환시키기 위해 선택된다. 따
라서, 간단하게, 제어국 LO신호(76a∼76d)의 주파수는 차례로 (N+3)ω r , (N+2)ω r , (N+1)ω r , Nωr로 설정될 수 
있다.

상기한 바와 같이, 수신신호(77a)는 식 (13)으로 표현될 수 있다.                                                                                                                                    
----(13)                                                              

식 (13)에 있어서, 수신신호(72a)로부터 수신신호(77a)에 부가된 위상 항은 - ω IF T - NφBS - (N+3)φCS 이다. 
다른 수신신호(77b∼77d)에 부가된 위상 항은 동일하게 얻을 수 있다. 각각의 위상 항에 대한 공통부로서의 - ω IF T
가 생략될 경우, 수신신호(77b∼77d)에 부가된 위상 항은 차례로 - (N+1)φ BS - (N+2)φCS , - (N+2)φ BS - (
N+1)φCS , - (N+3)φ BS - NφCS 이다. 이러한 부가된 위상 항이 동일 할 경우, 각각의 수신신호(71a∼71d)에 대
한 상대 위상차는 또한 수신신호(77a∼77d)에서 유지되어진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φ CS 및 φBS 는 식 (14)의 관계
를 만족할 필요가 있다.

φCS = φBS ±2π ---- (14)

식 (14)의 관계를 만족하는 것에 의해, 각각의 부가된 위상 항은 -(2N+3)φ BS ±2π이고, 수신신호(77a∼77d)에 
부가된 상대 위상차는 0이다.

여기서, 부가된 위상 항에 의한 영향을 점검하는 것에 대해, 수신신호(71a∼71d)는 0의 상대 위상차를 갖는 정현신호
이다. 식 (14)의 관계가 만족되지 않을 경우, 도 7a에 도시된 바와 같이 수신신호(77a∼77d)에 대해 2개의 주파수 변
환에서의 부가된 항은 각각의 안테나소자(4a∼4d)의 선로 사이에서 다르고, 상대 위상차의 관계는 붕괴되어, 파형이 
중첩되는 것은 없게 된다.

한편, 식 (14)의 관계가 만족될 경우, 2개의 주파수 변환에 의한 부가된 위상 항은 동일하다. 따라서, 수신신호(71a∼
71d)가 0의 상대 위상차를 갖는 정현신호인 것으로 가정할 때, 제어국(2)의 수신신호(77a∼77d)의 파형은 도 7b에 
도시된 바와 같다. 이 경우, 2개의 주파수 변환에 의한 부가된 위상 항이 동일하므로, 수신신호(77a∼77d)의 파형은 
모두 일치된다.

상기한 바와 같이, 제1실시예에 있어서, 기지국(1)의 다수의 안테나소자(4a∼4d)에 의해 수신된 수신신호가 서브캐리
어 다중화를 수행하여 제어국(2)으로 송신됨으로써, 광송신 시스템부의 구성소자가 최소화될 수 있고, 기지국(1)의 구
성이 간단하게 될 수 있다. 더욱이, 각각의 수신신호의 상태 위상차 및 상대 강도가 유지되는 동안, 수신신호는 기지국
(1)으로부터 제어국(2)에 송신될 수 있고, 따라서 불필요 파 및 간섭파의 영향 없이 고품질 신호수신이 가능하다.

제2실시예

제2실시예에 있어서, 기지국 국부발진기(6)로부터 출력된 기준신호와, 제어국 국부발진기(13)로부터 출력된 기준신호
는 공유된다.

도 8은 본 발명에 따른 무선통신 시스템의 제2실시예의 블록도이다. 도 8에 있어서, 도 3과 공통적인 구성요소는 동일
한 참조부호로 표기하고, 도 3과 다른 구성요소에 대해 주로 설명한다.

도 8의 무선통신 시스템에 있어서, 기지국(1)으로부터 제어국(2)으로의 수신시스템의 구성은 기지국 국부발진기(6)와 
제어국 국부발진기(13)의 구성 외에는 제1실시예와 동일하다.

도 8의 무선통신 시스템은 제어국(2)으로부터 기지국(1)으로의 송신시스템의 구성이 새롭게 부가된 것을 특징으로 하
고, 기지국 국부발진기(6)와 제어국 국부발진기(13)는 국부발진신호를 발생시키도록 공통 기준신호를 이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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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지국(1)에 새롭게 부가된 송신시스템은 광/전기 변환기(31)와, 분배기(32: 제2분기수단), 승산기(33a∼33d: 제4주
파수변환수단), 밴드패스필터(34a∼34d), 저잡음 증폭기(35a∼35d) 및, 송신/수신을 스위칭하기 위한 순환기(36a∼
36d)를 갖춘다.

제어국(2)에 새롭게 부가된 송신시스템은 변조기(41: MOD)와, 분배기(42: 제1분기수단), 가중회로(43a∼43d: 가중
수단), 승산기(44a∼44d: 제어국측 주파수 변환수단), 밴드패스필터(45a∼45d), 커플러(46: 서브캐리어 다중화신호 
발생수단) 및, 전기/광 변환기(47: 송신수단)을 갖춘다.

도 9는 도 8의 제어국 국부발진기(13)의 상세한 구성을 나타낸 블록도이다. 도 9에 나타낸 바와 같이, 제어국 국부발
진기(13)는 기준신호를 출력하기 위한 기준발진기(20)와, 분배기(21), 위상비교기(22a∼22d), 전압제어발진기(23
a∼23d: VCO), 분주기(24a∼24d) 및, 밴드패스필터(25a∼25d)를 갖춘다.

분배기(21)는 안테나소자 수 이상의 기준발진기(20)로부터 출력된 기준신호를 분배한다. 이어서, 신호처리가 없는 기
준신호(80)가 도 8에 도시된 제어국(2)의 커플러(9)에 입력된다.

이하, 제어국(2)으로부터 기지국(1)으로 송신된 송신신호(87a∼87d)에 대해 상세히 설명한다.

기준신호(80)는 커플러(9)에 의해 송신신호(87a∼87d)와 결합되고, 기지국(1)으로 서브캐리어 다중화신호로서 송신
된다.

도 10은 커플러(9)에 의해 발생된 서브캐리어 다중화신호(88)의 주파수 스펙트럼도이다. 서브캐리어 다중화신호(88)
는 전기/광변환기(47)에 의해 광신호(151)로 변환되고, 광학적으로 제어국(2)으로부터 기지국(1)으로 송신된다.

기지국(1)의 광/전기 변환기(31)는 제어국(2)으로부터 송신된 광신호(151)를 수신신호(89)로 변환한다. 수신신호(
89)는 분배기(32)에 입력되어, 안테나소자 선로 및 기지국 국부발진기(6)로 분배된다.

도 11은 기지국 국부발진기(6)의 상세한 구성을 나타낸 블록도이다. 도 9의 분배기(21)로부터의 수신신호(89)가 도 
11의 밴드패스필터(26)를 통해 지나갈 때, 바람직한 기준신호(80)가 얻어진다. 기지국 국부발진기(6)는 제어국(2)으
로부터 송신된 기준신호를 기초로 각각의 안테나소자 선로를 위한 기지국 LO신호(72a∼72d)를 발생시킨다. 따라서, 
제어국 국부발진기(13)와 기지국 국부발진기(6)의 기준신호(80)가 공유될 수 있게 된다.

다음에, 제2실시예의 송신시스템의 동작에 대해 설명한다. 제어국(2)의 변조기(26)로부터의 출력으로서 중간주파수신
호 SIF (t)가 식 (15)로 표현된다.

                             ---- (15)

식 (15)에 있어서, 제1실시예와 마찬가지로, 안테나소자(4a∼4d)로부터 송신된 무선신호(91)는 QPSK(quadriphas
e-shift keying)과 같은 위상변조신호이고, 위상변조 항은 φ m (t) 이고, 중간주파수는 ωIF 이며, 신호전력은 PIF 이
다.

도 8의 변조기(41)로부터 출력된 중간주파수신호(85)는 안테나소자의 수 만큼 분배기(42)에 의해 분기되고, 각각의 
신호는 가중회로(43a∼43d)에 입력된다. 더욱이, 빔 연산회로(16)는 상대위상차 및 상대강도차가 수신신호(71a∼7
1d)의 상대위상차 및 상대강도차와 동일한 수신신호(76a∼76d)로부터의 상대위상차 및 상대강도차를 추출한다.

무선신호(70)의 도착 방향, 즉 가입자의 위치는 추출된 정보로부터 검출되고, 무선신호(91)의 송신방향은 위치를 기
초로 결정되며, 대응하는 가중이 연산된다. 가중회로(43a∼43d)는 빔 연산회로(16)로부터의 가중 제어에 따라 중간주
파수신호(85)에 진폭과 위상, 또는 위상 가중을 부가한다. 가중이 W로 표현될 경우, 가중회로(43a∼43d)의 출력신호
(86a∼86d)는 식 (16)으로 표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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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식 (16)의 가중신호(86a∼86d)는 승산기(44a∼44d)에 의해 식 (4)에 나타낸 제어국 국부발진기(13)로부터의 제어
국 LO신호(76a∼76d)에 의해 승산된다. 승산기(44a∼44d)의 출력은 밴드패스필터(45a∼45d)로 입력되어, 원하는 
밴드가 추출되고, 다른 주파수로 배열된 송신신호(87a∼87d)가 얻어진다. 식 (17)은 얻어진 송신신호(87a∼87d)로
서의 Sa"(t)∼Sa"(t)를 나타낸다.

                                                                          (17)

송신신호(87a∼87d)는 커플러(46)에 의해 제어국 국부발진기(13)로부터의 기준신호(80)와 결합되어, 서브캐리어 
다중화신호(88)가 얻어진다. 서브캐리어 다중화신호(88)는 전기/광 변환기(47)에서 광신호(151)로 변환되고, 광섬
유(3)를 매개로 기지국(1)에 송신된다.

기지국(1)측에서, PD와 같은 광/전기변환기(31)는 광신호를 전기신호와 같은 수신신호(89)로 변환시킨다. 수신신호
(89)는 분배기(32)에 의해 분기되고, 안테나소자 선로와 기지국 국부발진기(6)에 입력된다.

상기한 바와 같이, 기지국 국부발진기(6)는 제어국(2)측상의 기준신호(80)를 기초로 식 (2)에 나타낸 기지국 LO신호
(72a∼72d)를 발생시킨다. 안테나소자 선로에 있어서, 수신신호(89)는 기지국 국부발진기(6)로부터의 기지국 LO신
호(72a∼72d)로 승산되고, 각각의 수신신호의 주파수는 동일한 무선주파수 대역 ω RF 로 변환된다.

승산기(33a∼33d)의 출력은 밴드패스필터(34a∼34d)에 입력되어 원하는 대역이 추출된다. 밴드패스필터(34a∼34d)
의 출력은 전력증폭기(35a∼35d) 및 순환기(36a∼36d)를 통해 지나가고, 안테나소자(4a∼4d)에 공급되어지는 송신
신호(90a∼90d)가 얻어진다. 이러한 송신신호(90a∼90d)는 식 (18)에 의해 표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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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여기서, 송신신호(90a∼90d)의 주파수와 위상은 제1실시예와 마찬가지로 식 (19)와 식 (29)의 조건을 만족하도록 설
정된다. 제1실시예 및 식 (14)의 관계에서 설명된 수신시스템에서 기지국과 제어국 국부발진기(6,13)의 구성을 만족
하는 것에 의해 식 (20)의 관계가 얻어질 수 있게 된다.

ωRF =ωIF +ω1a +ω2a =ωIF +ω1b +ω2b =ωIF +ω1c +ω2c =ωIF +ω1d +ω2d ---- (19)

k+2mπ= φ1a +φ2a +2ma π= φ1b +φ2b +2mbπ

= φ1c +φ2c +2mc π= φ1d +φ2d +2mdπ ---- (20)

여기서, k는 상수를 나타내고, m, m a ∼md는 정수를 나타낸다.

상기로부터, 각 안테나소자(4a∼4d)로부터의 송신신호(90a∼90d)가 식 (21)에 의해 표현될 수 있다.

                                         (21)

적응형 제어의 가변 방향 어레이 안테나에 있어서, 신호에 진폭 및 위상의 가중을 부가하는 것은 중요하다. 더욱이, 위
상에 대해 상대 위상 관계는 중요하고, 따라서 고정 위상 구성요소 k가 포함된 경우에도 문제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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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신신호(90a∼90d)는 제어국(2)의 빔 연산회로(16)에 의해 진폭 및 위상의 가중이 이루어지고, 안테나소자(4a∼4
d)로부터 방사된 무선신호(91)의 방사패턴이 제어된다. 기지국(1)의 안테나소자(4a∼4d)로부터 방사된 송신신호(9
0a∼90d)가 동일한 위상으로 가입자의 방향에 결합될 때, 가입자에 의해 수신된 무선신호(91)는 식 (22)에 의해 표현
된다.

                             ---- (22)

여기서, k'는 전파에 의한 지연을 포함하는 위상상수 항을 나타내고, Ps'는 전파에 의한 손실을 갖는 신호전력을 나타낸
다.

상기한 바와 같이, 제2실시예에 있어서, 국부발진신호를 위한 기준신호가 기지국 국부발진기(6)와 제어국 국부발진기
(13) 양쪽에 대해 공통이기 때문에, 구성이 간단화 될 수 있고, 국부발진기 신호의 상호 위상 및 신호 강도 편차가 제
거되어질 수 있다.

더욱이, 제어국(2)으로부터 기지국(1)으로 송신신호를 송신하는 동안, 송신신호의 상대위상 정보 및 상대강도 정보가 
원칙적으로 유지되는 한편, 송신신호는 제어국(2)으로부터 기지국(1)으로 송신되어 질 수 있고, 따라서 기지국(1)에
서 활성화신호 처리를 수행하기 위한 구성요소를 배치할 필요가 없어 기지국(1)이 소형화될 수 있고, 간단한 구성은 신
뢰성을 향상시킬 수 있게 된다.

제2실시예에 있어서, 서브캐리어 다중화신호(87)를 갖는 기준신호(80)를 다중화함과 더불어 이를 제어국(2)으로부터 
기지국(1)으로 송신하기 위한 다운 링크(down link)의 구성이 설명되었다. 업 링크(up link)에 있어서도 기준신호(8
0)는 기지국(1)으로부터 제어국(2)으로 송신하기 위해 서브캐리어 다중화신호와 다중화되어질 수 있다.

제3실시예

제2실시예의 송신시스템에서는, 기지국(1)의 구성을 소형화 및 간단화하기 위해 송신가중회로(43a∼43d: 제2가중수
단)가 제어국(2)측에 배치된다. 제어국(2)측으로부터 기지국(1)측으로 송신된 송신신호(87a∼87d)는 위상 및 진폭
만 다르고, 수신시스템의 무선전파 선로에서 전파됨과 더불어 잡음, 페이징(phasing)에 의해 영향받는 수신신호(71a
∼71d)와 다르다. 따라서, 가중회로(43a∼43d)의 구성이 간단화될 수 있다.

한편, 가중회로(43a∼43d)가 기지국(1)측에 위치할 수 있을 때, 중간주파수신호(85)와 빔 연산회로(16)로부터의 가
중제어신호가 제어국(2)측으로부터 기지국(1)측으로 송신되어질 수 있어, 송신신호를 발생시키도록 기지국(1)측상에
서 가중된다.

이하 설명하는 제3실시예에 있어서, 송신시스템의 가중회로(43a∼43d)가 기지국(1)측에 위치하고 있다.

도 12는 본 발명에 따른 무선통신 시스템의 제3실시예의 블록도이다. 수신시스템의 구성은 제1 및 제2실시예의 수신시
스템의 구성과 동일하고, 동일한 구성요소에 대해서는 동일한 참조부호를 붙인다.

도 8의 구성에 부가하여, 도 12의 기지국(1)은 가중회로(43a∼43d)와 가중제어를 수행하기 위한 가중제어회로(51)
를 갖춘다. 더욱이, 도 12의 제어국(2)은 도 8의 구성으로부터 가중회로(43a∼43d)를 제거함으로써 구성된다.

제1실시예와 마찬가지로, 빔 연산회로(16)는 기지국(1)으로부터의 서브캐리어 다중화신호(74)에 포함된 수신신호(7
1a∼71d)의 위상 및 진폭 정보를 기초로 무선신호(70)의 도착 방향을 추정한다. 추정 결과로부터, 기지국(1)으로부터 
가입자로 송신된 무선신호(91)의 방사 빔은 기지국(1)상에 위치한 가중회로(43a∼43d)에 의해 제어된다.

빔 연산회로(16)는 기지국(1)측의 가중회로(43a∼43d)의 가중을 제어하기 위한 제어신호(92)를 출력한다. 제어국(
2)의 커플러(50)는 제2실시예와 마찬가지로 가중제어신호(92)와 기준신호(80)를 변조기(41)로부터 출력된 중간주
파수신호(85)에 중첩시키고 송신신호(93)를 출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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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중제어신호(92)는 소정의 형태로 취할 수 있지만, 전형적으로 디지탈신호이거나, 디지탈신호의 주파수를 소정 주파
수 대역으로 변환함으로써 얻어진 신호이다. 전기/광변환기(47)는 송신신호(93)를 광신호(152)로 변환하고, 광신호
를 광섬유(3)를 매개로 기지국(1)으로 송신한다.

기지국(1)측에서, 광/전기변환기(31)는 송신된 광신호(152)를 수신신호(94)로 변환한다. 수신신호(94)는 분배기(3
2)에 의해 분기되어, 안테나소자(4a∼4d)와, 가중제어회로(51) 및, 기지국 국부발진기(6)로 입력된다.

가중제어회로(51)는 가중제어신호(92)를 기초로 가중회로(43a∼43d)를 제어하고, 송신신호(85)의 진폭 및 위상에 
가중을 부가하며, 중간주파수 송신신호(95a∼95d)를 출력한다.

송신측 국부발진기(52)는 정현파로서의 기지국 LO신호(98)를 발생시키고, 분배기(32)에 의해 안테나소자의 수 만큼 
신호를 분배하여 각각의 승산기(33a∼33d: 제4주파수 변환수단)에 신호를 입력한다. 도시되지는 않았지만, 기지국 L
O신호(98)에 대해 기지국 LO신호는 요구에 따라 기준신호(80)를 기초로 발생되어질 수 있다.

승산기(33a∼33d)는 가중제어회로(51)로부터 출력된 중간주파수 송신신호(95a∼95d)와 기지국 LO신호(98)를 승
산하여, 주파수를 무선주파수 대역으로 변환한다.

승산기(33a∼33d)의 출력이 밴드패스필터(34a∼34d)에 입력되어, 원하는 대역이 추출되어, 송신신호(97a∼97d)가 
전력증폭기(35a∼35d) 및 순환기(36a∼36d)를 매개로 얻어진다. 송신신호(97a∼97d)는 안테나소자(4a∼4d)에 입
력되고, 방사패턴이 가입자의 위치에 따라 변화된다.

상기한 바와 같이, 제3실시예에 있어서, 안테나소자(4a∼4d)에 대한 송신신호의 발생 동안, 각각의 송신신호가 기지국
(1)측에서 가중됨에 따라 제어국(2)으로부터 기지국(1)으로 송신된 송신신호(85)는 하나의 형태로 될 수 있고, 기지
국(1)측의 구성이 간단화될 수 있다.

더욱이, 기지국 LO신호(98)의 주파수 대역이 각각의 안테나소자(4a∼4d)에 대해 공통이므로, 기지국 국부발진기(52)
는 기준신호를 간단히 분기할 수 있어, 기지국 국부발진기(52)의 구성이 간단화될 수 있게 된다. 더욱이, 가중이 안테
나소자(4a∼4d)의 부근에서 수행되고, 이는 가중 후 송신경로를 따라 전파되는 것에 의해 위상 및 신호 강도가 요동한
다는 결점을 방지한다.

제4실시예

제4실시예에 있어서, 각각의 안테나소자로부터 신호를 송신하거나 서브캐리어 다중화에 대해 각각의 안테나소자의 신
호를 수신함으로써 광송신을 수행하는 대신, 신호송신이 확산 스펙트럼 다중화 시스템에 의해 수행된다.

도 13은 본 발명에 따른 무선통신 시스템의 제4실시예의 구성을 나타낸 블록도이다. 도 13에 있어서, 제1 내지 제3실
시예와 동일한 구성요소에 대해서는 동일한 참조부호를 붙인다.

도 13의 기지국(1)은 도 1의 기지국(1)에 안테나소자(4a∼4d)에서 수신한 수신신호(71a∼71d)를 위한 확산 스펙트
럼을 수행하기 위한 확산기(56a∼56d: 확산 스펙트럼 다중화신호 발생수단)가 새롭게 부가됨으로써 구성된다.

더욱이, 도 13의 제어국(2)에는 도 1의 제어국(2)의 승산기(14a∼14d) 및 밴드패스필터(15a∼15d) 대신, 분광 역확
산을 수행하기 위한 역확산기(57a∼57d: 역확산수단)가 제공된다.

다음에, 도 13의 무선통신 시스템의 동작에 대해 설명한다. 기지국(1)은 어레이 안테나(4a∼4d)를 매개로 가입자(도
시되지 않았음)로부터 무선신호(70)를 수신한다. 각각의 안테나소자(4a∼4d)에 의해 수신한 수신신호(71a∼71d)는 
제1실시예와 마찬가지로 식 (1)에 의해 표현된다.

각각의 수신신호(71a∼71d)는 무선신호(70)의 도착방향에 따라 위상 및 진폭을 달리한다. 저잡음 증폭기(5a∼5d)를 
통해 지나가는 수신신호(71a∼71d)는 승산기(7a∼7d)의 기지국 국부발진기(54)에 의해 출력됨과 더불어 분기된 기
지국 LO신호(98)로 승산되어, 주파수 다운 변환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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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파수 다운 변환이 이루어진 수신신호(99a∼99d)는 확산기(56a∼56d)에 의해 분광확산된다. 확산기(56a∼56d)에 
있어서, 다른 확산부호가 각각의 안테나소자 선로에 할당된다. 월시(Walsh) 부호와 같은 직교 부호는 확산부호를 위해 
바람직하다. 확산기(56a∼56d)로부터 출력된 분광확산신호(99a∼99d)는 커플러(9)에 의해 다중화되어, 분광확산 다
중화신호(100)가 얻어진다.

도 14a는 수신신호(99)의 주파수 스펙트럼도, 도 14b는 분광확산신호(100)의 주파수 스펙트럼도, 도 14c는 분광확산 
다중화신호(101)의 주파수 스펙트럼도이다. 분광확산 다중화신호(101)는 전기/광 변환기(10)에 의해 광신호(153)로 
변환되고, 광섬유(3)를 매개로 제어국(2)에 송신된다.

제어국(2)의 광/전기 변환기(11)는 광신호(153)를 전기신호(102)로 변환한다. 전기신호(102)는 디멀티플렉서(12)
에 의해 안테나소자의 수 만큼 분배되어, 각각의 신호는 역확산기(57a∼57d)에 입력된다. 역확산기(57a∼57d)는 기
지국(1)측의 각각의 안테나소자 선로에 할당된 확산부호와 동일한 확산부호를 갖는 분광 역확산의 신호처리를 수행한
다. 역확산기(57a∼57d)의 출력으로서의 수신신호(103a∼103d)는 기지국(1)의 수신신호(71a∼71d)의 상대위상 
정보(φa ∼ φd) 및 상대강도 정보(Pa ∼Pd)를 유지한다

역확산기(33a∼33d)의 출력신호(103a∼103d)의 일부가 상대위상 정보(φ a ∼φd) 및 상대강도 정보(Pa ∼Pd)를 부
여하기 위해 빔 연산회로(16)에 입력된다. 즉, 빔 연산회로(16)는 상대위상 정보(φ a ∼φd) 및 상대강도 정보(Pa ∼P

d)를 기초로 기지국(1)의 무선신호(70)의 도착방향을 연산한다.

더욱이, 역확산기(57a∼57d)의 출력신호(103a∼103d)가 가중회로(17a∼17d)에 입력되어, 빔 연산회로(16)로부터
의 가중제어신호에 의해 위상 및 진폭에 가중되고, 이어서 수신신호(78)를 형성하도록 멀티플렉서(18)에 의해 다중화
된다.

빔 연산회로(16)는 멀티플렉서(18)로부터 출력된 불필요 파 및 간섭파를 억제하여, 가중회로(17a∼17d)의 가중 제어
를 수행함으로써 신호 대 간섭비(SIR)가 최적화된다. 수신신호(78)는 복조기(19)에 입력되어 가입자로부터의 정보가 
추출된다.

도 15a는 확산기(56)의 상세한 구성을 나타낸 블록도, 도 15b는 역확산기(57)의 상세한 구성을 나타낸 블록도이다. 
도면에 도시된 바와 같이, 확산기(56) 및 역확산기(57)는 실질적으로 동일한 구성이고, 확산부호와 입력신호의 승산
을 수행한다.

확산기(56)는 밴드패스필터(8a∼8d)를 통해 지나가는 수신신호와 확산부호 발생기(58)로부터의 확산부호(104)를 
승산하기 위한 승산기(59)와, 승산기(59)의 출력으로부터 원하는 대역 신호를 추출하기 위한 밴드패스필터(60)를 갖
춘다. 밴드패스필터(60)에 의해 추출된 신호는 분광확산신호(100)를 형성한다.

한편, 역확산기(57)는 확산부호(104)와 동일한 역확산부호(105)와 디멀티플렉서(12)로부터 출력된 수신신호(102)
를 승산하기 위한 승산기(62)와, 승산기(62)의 출력으로부터 원하는 대역을 추출하기 위한 밴드패스필터(63)를 갖춘
다. 수신신호(102)는 승산기(63)의 승산에 의해 분광 역확산이 이루어진다.

확산부호(104)와 역확산부호(105)에 대해 이용된 부호가 각각의 안테나 선로에 대해 직각을 유지하고, 부호 동기화 
양쪽을 적절히 유지할 때, 다른 확산부호를 갖는 확산 스펙트럼이 이루어진 신호의 출력은 0으로 되어, 원하는 신호만
이 밴드패스필터(63)로부터 출력된다.

상술한 바와 같이, 모든 안테나소자(4a~4d)의 선로의 경우, 동일한 주파수대로 송신이 수행되기 때문에, 지연량이 같
아 상대위상차가 유지된다. 더욱이, 상대강도차도 유지되기 때문에, 제어국(2)측에서 무선신호(70)의 도달방향이 정확
하게 예측될 수 있다.

더욱이, 도 13에 나타낸 바와 같이, 분광확산 다중시스템의 경우, 서브캐리어 다중화와는 달리, 기지국(1)내의 다수의 
안테나소자에 대응하는 국부발진기를 배치할 필요가 없고, 1타입의 국부발진기가 배치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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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다수의 안테나소자를 위한 다른 확산부호가 필요하지만, 확산부호는 고정패턴을 갖고, 메모리 등에 부호가 기억
된다. 따라서, 전체 기지국의 구성이 소형화 될 수 있다.

    
분광확산에 의해 모든 안테나소자(4a~4d)에 대한 다중화 효율을 향상시키기 위해, 수신신호(71a~71d)는 큰 강도차
를 갖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동통신에 있어서 그와 같은 조건을 얻는 것은 어렵지만, WLL(Wireless Local Loo
p) 등과 같은 고속무선통신에 있어서 그 조건은 쉽게 만족된다. WLL에 있어서, 파가 곧바로 송/수신되고, 파가 곧바로 
통과되는 것을 볼 수 있으며, 각각의 안테나소자(4a~4d)에 의해 수신된 수신신호(71a~71d)가 실질적으로 동일한 전
력을 가질 수 있도록 가입자와 기지국(1)이 배치된다. 따라서, 분광확산신호의 전력이 거의 동일하고, 모든 안테나소자 
선로에 대해 고확산 다중화 효율이 유지될 수 있다.
    

제5실시예

제5실시예에 있어서, 제4실시예에 송신시스템을 추가함으로써, 분광확산 다중시스템도 추가된 송신시스템에 적용된다. 
도 16은 본 발명에 따른 무선통신시스템의 제5실시예의 블록도이다. 도 16에 있어서, 도 13과 공통의 구성부분은 동일
한 참조부호를 붙이고, 이하 다른 부분에 대해 주로 기술한다.

도 16의 기지국(1)에 있어서, 송신시스템 구성으로서, 광/전기변환기(31), 분배기(32), 역확산기(64a~64d), 승산기
(33a~33d: 제2주파수 변환수단), 전력증폭기(35a~35d) 및, 순환기(36a~36d)가 배치된다.

더욱이, 도 16의 제어국(2)에 있어서, 송신시스템 구성으로서, 변조기(41), 분배기(42), 가중회로(43a~43d: 제2가
중수단), 확산기(65a~65d), 커플러(46: 부가 수단) 및, 전기/광변환기(47)가 배치된다.

빔 연산회로(16)는 기지국(1)의 수신신호(107a~107d)에 대응하는 분광역확산신호(103a~103d)의 상대강도차와 
상대위상차에 의해 기지국(1)으로부터 가입자에 무선신호(91)의 방사패턴을 계산한다.

송신시스템측의 가중회로(17a~17d)는 다수의 안테나소자에 의해 분배된 중간 주파수신호(85)의 위상과 강도에 가중
치를 부가하고, 방사패턴을 제어한다. 가중된 가중치를 갖는 송신신호(86a~86d)는 확산기(65a~65d)에 의해 분광확
산된 후, 커플러(46)에 의해 다중화 되고, 분광확산 다중화신호(108)가 얻어진다.

분광확산 다중화신호(108)는 전기/광변환기(47)에서 광신호(154)로 변환되고, 광섬유(3)를 통해 기지국(1)으로 송
신된다. 기지국(1)측에서, PD 등과 같은 광/전기변환기(31)는 광신호(154)를 전기신호와 같은 수신신호(109)로 변
환시킨다.

수신신호(109)는 분배기(32)에 의해 분기되어, 각 역확산기(64a~64d)에 입력된다. 역확산기(64a~64d)는 분광역
확산을 수행하기 위해 확산기(65a~65d)에서 사용된 것과 마찬가지로 동일한 확산부호를 사용한다. 승산기(33a~33
d)는 기지국 국부발생기(54)로부터의 기지국 LO신호(98)에 기초하여 무선대역주파수로 분광역확산 되는 신호의 주
파수까지 변환한다.

승산기(33a~33d)의 출력이 밴드패스필터(34a~34d)에 입력되고, 원하는 대역이 추출된다. 그후, 각 안테나소자에 제
공되는 송신신호(107a~107d)가 전력증폭기(35a~35d)와 순환기(36a~36d)를 통해 얻어진다. 제어국(2)의 빔 연산
회로에 의해 진폭과 위상이 송신신호(107a)에 가중되기 때문에, 안테나소자(4a~4d)로부터 방사된 무선신호(97)의 
방사패턴이 제어된다.

상술한 바와 같이, 제5실시예에 있어서, 안테나소자에 송신신호의 송신중에도, 분광역확산 다중시스템에서 신호송신이 
수행되기 때문에, 제어국과 기지국의 송신시스템의 구성이 단순화 될 수 있다.

제6실시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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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실시예에 있어서, 제3실시예와 마찬가지로, 송신시스템 가중회로(43a~43d)가 기지국(1)측에 배치된다.

도 17은 본 발명에 따른 무선통신시스템의 제6실시예의 블록도이다. 제6실시예의 수신시스템 구성은 제4 및 제5실시
예와 동일하여, 동일한 참조부호가 사용되었다.

도 16의 구성에 부가하여, 도 17의 기지국(1)은 가중제어를 수행하기 위한 가중회로(43a~43d)와 가중제어회로(51)
를 갖춘다. 더욱이, 도 16의 구성으로부터 가중회로(43a~43d)를 제거함으로써 도 17의 제어국(2)이 구성된다.

제4실시예와 마찬가지로, 빔 연산회로(16)는 기지국(1)으로부터의 분광확산 다중화신호(74)에 포함된 수신신호(71
a~71d)의 위상 및 진폭정보에 기초하여 무선신호(70)의 도달방향을 예측한다. 예측된 결과에 의해, 기지국(1)으로부
터 가입자로 송신된 무선신호(97)의 방사빔은 기지국(1)에 배치된 가중회로(43a~43d)에 의해 제어된다. 빔 연산회
로(16)는 기지국(1)측에 가중회로(43a~43d)의 가중치를 제어하기 위한 제어신호(92)를 출력한다.

커플러(50)는 변조기(41)로부터 출력된 중간주파수신호(85)에 가중제어신호를 겹쳐 놓는다. 가중제어신호(92)는 어
떠한 형태로도 취할 수 있지만, 통상 디지탈신호이거나, 디지탈신호의 주파수를 소정 주파수대로 변환함으로써 얻어진 
신호를 취한다.

전기/광변환기(47)는 송신신호(93)를 광신호(152)로 변환하고, 광섬유(3)를 통해 기지국(1)측으로 광신호를 전송한
다. 기지국(1)측에서, 광/전기변환기(31)는 전송된 광신호(152)를 수신신호(94)로 변환시킨다. 수신신호(94)는 분
배기(32)에 의해 분기되고, 가중제어회로(51)와, 안테나소자(4a~4d)의 선로에 입력된다.

가중제어회로(51)는 가중제어신호(92)에 기초하여 가중회로(43a~43d)를 제어하고, 송신신호(85)의 진폭 및 위상에 
가중치를 부가하며, 중간주파수 송신신호(95a~95d)를 생성한다. 송신측 국부발진기(54)는 정현파와 같은 기지국 L
O신호(98)를 생성하여, 각 승산기(33a~33d)에 신호를 입력하기 위해 분배기(53a)에 의해 다수의 안테나소자에 신호
를 분배한다.

승산기(33a~33d)는 기지국 LO신호(98)에 의해 중간주파수 송신신호(95a~95d)를 승산하고, 주파수를 변환한다. 승
산기(33a~33d)의 출력은 밴드패스필터(34a~34d)에 입력되고, 원하는 대역이 추출되어, 전력증폭기(35a~35d)와 
순환기(36a~36d)를 통해 송신신호(97a~97d)가 얻어진다. 송신신호(97a~97d)가 안테나소자(4a~4d)에 입력되고, 
강하하는 무선신호의 방사패턴이 가입자의 위치에 따라 변경된다.

제7실시예

상술한 제1 내지 제6실시예에 있어서, 식 (14)의 위상조건이 식 (7) 및 식 (20)의 위상조건을 만족하지만, 식 (14)의 
조건이 만족되지 않을 때조차, 추가된 위상차가 또 다른 방법으로 제로(zero)로 설정될 수 있다.

예컨대, 각 안테나소자와 가중회로간이나, 제어국 또는 기지국의 국부발진기와 승산기 사이 선로의 몇몇 위치에 위상시
프터를 삽입하고, 삽입된 위상시프터에 의해 송신신호나 수신신호로 오프셋(offset)된 위상을 공급하여, 각 안테나소
자 선로간 상대위상차를 유지하는 방법을 갖는다.

도 18은 본 발명에 따른 무선통신시스템의 제7실시예의 블록도로, 각각의 안테나소자(4a~4d)를 위한 위상시프터(66
a~66d: 위상보상수단)가 배치된 예를 나타낸다. 도 18의 제어국(2)은, 밴드패스필터(15a~15d)와 가중회로(17a~1
7d) 사이에 위상시프터(66a~66d)가 배치된 것을 제외하고는 도 1과 유사하게 구성되어 있다.

도 18의 위상시프터(66a~66d)를 배치함으로써, 각 안테나소자(4a~4d)의 전송선로의 지연량이 보상될 수 있고, 각각
의 안테나소자(4a~4d)가 수신된 상대위상차를 유지하면서 신호가 기지국(1)으로부터 제어국(2)으로 송신될 수 있다.

또한, 도 18에 나타낸 바와 같이, 위상시프터(66a~66d)를 배치하는 대신, 각각의 안테나소자(4a~4d)의 선로간 지연 
및 위상차는 가중회로(17a~17d)의 위상 가중치로 오프셋으로서 부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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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무선통신시스템에 있어서, 개별차에 의한 지연 및 위상차는 증폭기, 필터 및 승산기 등과 같은 마이크로소자에 부
가된다. 지연 및 위상차가 상술한 바와 같이, 위상시프터(66a~66d)에 보상량이나, 가중회로(17a~17d)의 위상가중량 
내로 위상 오프셋으로서 취해질 경우, 보다 높은 신뢰성을 갖는 무선통신시스템을 제공할 수 있다.

무선신호, 중간주파수신호 및 LO신호의 주파수 관계에 있어서, 식 (6)이 제1실시예에서 이용되고, 식 (19)이 제2실시
예에서 이용되지만, 식 (6a)이 식 (6) 대신 이용될 수 있고, 식 (19a)이 식 (19) 대신 이용될 수 있다.

ωIF =ωRF -ω1a +ω2a =ωRF -ω1b +ω2b =ωRF -ω1c +ω2c =ωRF -ω1d +ω2d (6a)

ωRF =ωIF +ω1a -ω2a =ωIF +ω1b -ω2b =ωIF +ω1c -ω2c =ωIF +ω1d -ω2d (19a)

특히, 무선신호, 중간주파수신호 및 LO신호의 주파수의 플러스 및 마이너스 모두가 선택된다.

상술한 제2 및 제3실시예에 있어서, 동일한 기지국 LO신호(72a~72d)와 제어국 LO신호(76a~76d)가 안테나(4a~4
d)에서의 수신 및 송신신호의 주파수 변환에 따라 이용된다. 그러나, 송신 또는 수신신호 시스템 주파수 변환에 있어서, 
다른 LO신호를 출력하기 위한 국부발진기가 제어국(2)과 기지국(1)에 배치된다.

    
상술한 실시예에 있어서, 중간주파수 무선신호가 가중되지만, 국부발진기(6,13)의 출력으로서 LO신호가 가중된다. 또
한, LO신호가 가중되는 동안, LO신호 주파수가 제1 내지 제3실시예의 서브캐리어 다중광송신에 있어서 각 안테나소자 
선로가 다르기 때문에, LO신호의 주파수를 그 위상으로 변환하는 상태로 가중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더욱이, 제
3 및 제6실시예에 있어서, 전력증폭기(35a~35d)의 전단계 부분 또는 저잡음 증폭기(5a~5d)의 후단계 부분 등과 같
은 무선주파수대의 수신신호나 송신신호에 대한 가중이 수행된다.
    

상술한 실시예에 있어서, 위상 및 진폭을 제어하기 위한 가중회로가, 주파수 변환되는 무선신호에 대한 아날로그신호 
프로세싱으로서 기술되어 있지만, 디지탈신호 프로세싱이 수행될 수 있다.

즉, 수신시스템에 있어서, 수신신호가 아날로그/디지탈 변환되어, 디지탈신호로서 가중회로에 입력된다. 더욱이, 디지
탈신호 프로세싱으로서 가중회로의 출력이 디지탈/아날로그 변환되어, 기지국측에 아날로그신호로 송신되도록 송신시
스템이 구성된다.

적응할 수 있는 안테나의 신호합성방법이 다양하다. 본 실시예에 있어서는, 신호를 합성한 후 복조를 수행하는 방법이 
기술되어 있지만, 또 다른 방법, 예컨대 신호를 합성하기 전에 지연파 검출을 수행하는 신호합성방법에 의해 수행된다.

더욱이, 본 실시예에 있어서는, 송신로가 광섬유로 기술되어 있다. 그러나, 송신거리가 멀지 않으면, 동축케이블이 이용
된다. 이 경우, 전기/광변환기 및 광/전기변환기가 필요치 않다.

더욱이, 제어국(2) 또는 기지국(1)내의 전기/광변환기의 전기/광변환방법은, 변조를 수행하기 위해 레이저 직접 변조
방법 및 외부 광변조기를 이용하는 방법을 포함한다. 더욱이, 적응형 안테나가 제공되기를 기대하는 ITS 또는 WLL에 
사용된 ωRF 는 5.8GHz 및 22GHz 등과 같은 고주파수대에 있다.

    
반도체 레이저로 직접 변조가 가능한 대역은 기껏해야 몇 GHz이고, 따라서 외부 광변조기가 고주파수 대역을 직접 변
환하는 방법에 이용된다. 그러나, 회로소자가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IC변형에 의해 최소화 될 수 있는 전기회로와는 달
리, 광학회로는 최소화 될 수 없다. 따라서, 외부 광변조기의 사용은, 구성요소의 공간을 필요로 하고, 구성이 복잡하며, 
비용이 상승한다. 본 실시예에 있어서는, 중간주파수 무선신호가 서브캐리어 다중화 되어 구성내로 광학적으로 송신되
고, 레이저 직접 변조방법이 채용될 수 있어, 광송신기가 구성이 간단해져 비용이 감소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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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실시예

제8실시예에 있어서, 안테나 송신신호를 제어국으로부터 기지국으로 송신하는 동안, 국부발진신호가 안테나 송신신호
와 다중화되어 송신된다.

도 19는 본 발명에 따른 무선통신시스템의 제8실시예의 블록도로, 안테나 송신신호를 제어국(2)으로부터 기지국(1)으
로 송신하기 위한 송신시스템의 구성만을 나타낸다.

    
도 19의 제어국(2)은, 안테나 송신을 위한 중간주파수신호(IF신호)를 발생하기 위한 IF신호 발생회로(131), 다수의 
안테나소자와 같이 동일한 다수의 IF신호를 제공하기 위해 분기를 수행하기 위한 분배기(132), 원하는 안테나 방사패
턴을 얻기 위해 가중계수를 연산하기 위한 신호연산회로(133), 국부발진회로(1381~138n), 국부발진회로로부터 국부
발진신호를 분기하기 위한 커플러(1391~139n), 가중계수로 분배기(132)에 의해 분기된 각 신호를 가중하기 위한 가
중회로(1341~134n), 커플러(1391~139n)에 의해 분기된 국부발진신호에 의해 가중신호의 주파수를 변환하기 위한 
혼합기(1351~135n), 소정 주파수성분만을 추출하기 위한 밴드패스필터(1361~136n), 추출된 주파수성분과 커플러
에 의해 분기된 또 다른 국부발진신호를 다중화 하기 위한 커플러(137) 및, 다중화된 신호를 광학신호로 변환시켜 신
호를 광섬유(112)로 송신하기 위한 광/전기변환기(111)를 갖춘다.
    

국부발진회로(1381~138n)는 각각 주파수(f 1 , f2 ~ fn)의 국부발진신호를 출력한다. 밴드패스필터(1361~136n)는 
주파수 (f1 +fIF ), (f 2 +fIF ), ..., (f n+fIF )의 신호성분만을 추출한다. 여기서, f IF 는 IF신호의 주파수이다.

커플러(137)에 의해 다중화된 신호는 부호 110으로 나타낸 주파수성분을 갖는다.

도 19의 기지국(1)은, 광섬유를 통해 제어국(2)으로부터 송신된 광학신호를 전기신호로 변환하기 위한 광/전기변환기
(113), 일부분의 전기신호를 분기하기 위한 커플러(114), 다수의 안테나소자와 동일한 다수의 신호를 제공하기 위해 
전기신호를 분배하기 위한 분배기(115, 116), 분배기(115)의 출력으로부터 주파수 (f 1 +fIF ), (f 2 +fIF ), ..., (f n+
fIF )의 신호성분만을 추출하기 위한 밴드패스필터(1241), 분배기(116)의 출력으로부터 국부발진신호성분만을 추출하
기 위한 밴드패스필터(1171~117n), 밴드패스필터(1241~124n, 1171~117n)에 의해 추출된 신호들을 혼합하기 위
한 혼합기(1181~118n), 중간주파수성분(f IF )만을 추출하기 위한 밴드패스필터(1191~119n), 국부발진회로(117n)
로부터 출력된 국부발진신호(fRF-IF )와 밴드패스필터(1191~119n)에 의해 추출된 신호를 혼합하기 위한 혼합기(1
211~121n), 안테나 송신신호성분만을 추출하기 위한 밴드패스필터(1221~122n) 및, 안테나(4a~4n)를 갖춘다.

도 19의 무선통신시스템에 있어서, 제어국(2) 내에 안테나 송신을 위한 주파수 다중화신호를 생성하는 동안, 국부발진
신호도 합성되고, 다중화 되어, 기지국(1)으로 송신되기 때문에, 기지국(1) 내에 배치된 다수의 국부발진회로가 감소
될 수 있어, 기지국(1)의 구성이 간단해질 수 있다.

또한, 각 신호의 주파수가 제어국(2) 내의 커플러에 입력될 경우, 도 20에 나타낸 바와 같이, f 1 , (f1 +fIF ), f2 , (f2 +
fIF ), ..., f n , (fn+fIF )의 순서로 배열된다.

기지국(1) 내의 분배기(115, 116)와 밴드패스필터(1241~124n, 1171~117n)의 연결관계가 도 21에 나타낸 바와 
같이 설정된다.

주파수 (f1 +fIF )의 신호를 추출하기 위한 밴드패스필터(1241), 주파수 f 1 의 신호를 추출하기 위한 밴드패스필터(11
71), 주파수 (f 2 +fIF )의 신호를 추출하기 위한 밴드패스필터(1242), 주파수 f 2 를 추출하기 위한 밴드패스필터(117

2 ),..., 주파수 (f n+fIF )의 신호를 추출하기 위한 밴드패스필터(124n), 주파수 f n의 신호를 추출하기 위한 밴드패스필
터(117n)에 도 21의 분배기(201)가 연결되어 있다.

도 21의 구성에 의해, 도 19와 비교해서 다수의 분배기가 감소될 수 있고, 커플러가 필요치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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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실시예

제9실시예는 제8실시예의 변형예이고, 제어국(2)에서 RF신호의 주파수를 다중화 함으로써 얻어진 신호가 기지국(1)
으로 송신된다.

도 22는 본 발명에 따른 무선통신시스템의 제9실시예의 블록도이다. 도 22의 시스템의 많은 부분이 도 19와 공통이기 
때문에, 이하에서는 주로 다른 부분에 대해 기술한다.

밴드패스필터, 광/전기변환기, 전기/광변환기 등의 대역이 충분히 얻어질 경우, 중간주파수신호를 다중화 하여 제어국
(2)으로부터 기지국(1)으로 신호를 송신하는 대신, 무선주파수신호가 다중화 되어 송신된다.

도 22의 제어국(2)은 안테나 송신신호의 주파수가 다른 것을 제외하고는 도 19와 유사하고, RF신호 발생회로(401), 
분배기(132), 신호 연산회로(133), 가중회로(4041~404n), 국부발진회로(4081~408n), 커플러, 혼합기(4051~40
5n), 밴드패스필터(4061~406n), 커플러(407) 및, 전기/광변환기(411)를 갖춘다.

더욱이, 도 22의 기지국(1)은 광/전기변환기(413), 분배기(415), 밴드패스필터(4241~424n 및 4171~417n), 혼합
기(4181~418n) 및, 밴드패스필터(4191~419n)를 갖춘다.

도 22에 나타낸 바와 같이, 기지국(1)의 경우, 중간주파수신호를 무선신호로 변환하는 프로세싱이 필요치 않기 때문에, 
구성이 보다 더 간단해질 수 있다.

제10실시예

제10실시예에 있어서, 제8 및 제9실시예와 반대로, 기지국(1)에 의해 수신된 무선신호가 중간주파수신호로 변환되어 
제어국(2)으로 송신되면, 다수의 안테나소자를 위한 국부발진신호와 중간주파수신호가 다중화 되어 송신된다.

도 23은 본 발명에 따른 무선통신시스템의 제10실시예의 블록도이다. 도 23의 기지국(1)은, 국부발진회로(502)로부
터의 국부발진신호(fRF-IF )와 어레이 안테나소자(5011~501n)에 의해 수신된 RF신호를 혼합하기 위한 혼합기(50
31~503n), 혼합기(5031~503n)의 출력신호로부터 중간주파수(f IF )의 신호를 추출하기 위한 밴드패스필터(5041~
504n), 밴드패스필터(5041~504n)의 출력신호와 국부발진신호(f 1 , f2 , ..., f n)를 분기하기 위한 커플러(5071~507
n), 밴드패스필터(5041~504n)의 출력신호와 분기된 국부발진신호중 어느 하나를 혼합하기 위한 혼합기(5051~505
n), 혼합기(5051~505n)의 출력신호로부터 다른 주파수 (f 1 +fIF ), (f 2 +fIF ), ..., (f n+fIF )의 신호를 추출하기 위
한 밴드패스필터(5081~508n), 커플러에 의해 분기된 또 다른 국부발진신호와 밴드패스필터(5081~508n)의 출력신
호를 합성하기 위한 커플러(509) 및, 커플러(509)의 출력신호를 광학신호로 변환하기 위한 전기/광변환기(510)를 갖
춘다.

더욱이, 도 23의 제어국(2)은, 광섬유(511)를 통해 기지국(1)으로부터 송신된 광학신호를 전기신호로 변환하기 위한 
광/전기변환기(512), 분배기(514, 515), 주파수 (f 1 +fIF ), (f 2 +fIF ), ..., (f n+fIF )의 신호를 추출하기 위한 밴드패
스필터(5201~520n), 국부발진신호성분의 신호를 추출하기 위한 밴드패스필터(5161~516n), 밴드패스필터(5201~
520n, 5161~516n)의 각 출력을 혼합하기 위한 혼합기(5171~517n), IF신호만을 추출하기 위한 밴드패스필터(518
1~518n) 및 빔형성회로(519:BFC, 빔형성네트워크(BFN))를 갖춘다.

빔형성회로(519)에 의해 밴드패스필터(5181~518n)로부터 출력된 IF신호의 신호처리를 수행함으로써, 원하는 신호
가 얻어진다.

사실상, 빔형성회로(519)에 입력된 IF신호의 진폭 및 위상은, 밴드패스필터(5181~518n)로부터 출력된 각 IF신호의 
주파수 및 위상 확산으로 인해 안테나에 의해 수신된 진폭 및 위상과 같이 필요치 않다. 그러나, 각 분기에 측정값을 얻
기 위해 미리 측정을 수행하고 빔형성회로(519)에서의 신호처리를 수행하기 위해 측정값을 이용함으로써, 주파수 및 
위상의 확산이 상쇄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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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술한 바와 같이, 도 23의 무선통신시스템에 있어서, 기지국(1)에서의 IF신호의 주파수 다중화 동안, 국부발진신호도 
혼합되고, 다중화 되어 제어국(2)으로 송신되기 때문에, 제어국(2) 내의 다수의 국부발진회로가 감소될 수 있어, 제어
국(2)의 구성이 간단해질 수 있다.

제11실시예

제11실시예는 제8 및 제10실시예의 조합이다.

도 24는 본 발명에 따른 무선통신시스템의 제11실시예의 블록도이다. 이하, 도 19와 도 23과 다른 부분이 주로 기술될 
것이다.

어레이 안테나 구성소자(6241~624n)는 송/수신을 스위칭하기 위한 순환기(6231~623n)에 연결되어 있다. 기지국(
1)의 국부발진회로(620)로부터 출력된 국부발진신호는 송신시스템 혼합기(6211~621n)와 수신시스템 혼합기(6251
~625n) 모두에 제공된다. 더욱이, 다중화 되어 제어국(2)으로부터 기지국(1)으로 송신된 국부발진신호(f 1 )는 송신시
스템 혼합기(6181~618n) 뿐만 아니라 수신시스템 혼합기(6291~629n)에도 제공된다.

상술한 바와 같이, 도 24의 무선통신시스템에 있어서, 기지국(1)에서 발생된 국부발진신호와 다중화 되어 제어국(2)
으로부터 기지국(1)으로 송신된 국부발진신호가 송신 및 수신시스템 혼합기에 의해 분배되기 때문에, 기지국(1)과 제
어국(2)의 구성이 간단해질 수 있다.

제12실시예

제12실시예는 제11실시예의 변형예이고, 송신시스템에 관한 것만으로, 국부발진신호가 안테나 송신신호와 다중화 되
어 제어국(2)으로부터 기지국(1)으로 송신된다.

도 25는 본 발명에 따른 무선통신시스템의 제12실시예의 블록도이다. 이하, 도 24와 다른 부분이 기술될 것이다.

각 어레이 안테나소자에 의해 수신된 RF신호가 기지국(1)의 혼합기(7251~725n)와 밴드패스필터(7261~726n)에 
의해 IF신호로 변환되고, 혼합기(7191~729n)와 밴드패스필터(7301~730n)에 의해 실질적으로 다른 주파수신호로 
변환된다. 밴드패스필터(7301~730n)의 출력신호는 커플러(740)에 의해 다중화 되고, 전기/광변환기에 의해 광신호
로 변환되어 광섬유(742)를 통해 송신된다.

기지국(1)으로부터의 광신호는 제어국(2)의 광/전기변환기(743)에 의해 전기신호로 변환되고, 분배기(744)에 의해 
실질적으로 다수의 신호로 분할된다. 밴드패스필터(7491~749n)는 분배기(744)에 의해 분할된 각 신호와 다른 주파
수성분의 각 신호를 추출한다.

혼합기(7461~746n)는 송신시스템에 공통으로 이용된 국부발진회로(7081~708n)로부터의 국부발진신호와 밴드패스
필터(7491~749n)의 출력을 혼합한다. 밴드패스필터(7471~746n)는 혼합기(7461~746n)의 출력으로부터 IF신호
만을 추출하고, 빔형성회로(748)는 IF신호에 기초하여 신호처리를 수행한다.

상술한 바와 같이, 제12실시예에 있어서, 수신시스템의 경우, 수신신호와 국부발진신호의 다중화가 수행되지 않기 때문
에, 제어국(2)측에 국부발진신호를 추출하는 프로세싱이 필요치 않아, 제어국(2)의 구성이 간단해질 수 있다.

또한, 도 25의 무선통신시스템에 있어서, 기지국(1)으로부터 제어국(2)으로 송신된 안테나 수신신호가 송신시스템에 
이용된 국부발진신호를 이용하여 IF신호로 변환되고, 아마도 주파수 및 위상의 편차가 발생할 것이다. 그 편차는 빔형
성회로(748)에서 정정될 필요가 있다. 특히, 각 분기의 측정값을 얻기 위해 미리 측정이 수행되고, 그 측정값에 기초하
여 정정처리가 빔형성회로에서 수행될 것이다.

제13실시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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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실시예에 있어서, 제어국의 주파수 변환기와 기지국의 주파수 변환기의 동기화를 취하지 않고, 무선파의 도달방향
이 추정될 수 있다.

    
도 26은 본 발명에 따른 무선통신시스템의 구성을 개략적으로 나타낸 블록도이다. 도 26의 기지국(1)은, 수신시스템 
구성과 마찬가지로, 송/수신 빔의 방향이 변경될 수 있도록 무선통신단말(도시하지 않았슴)을 갖춘 무선신호의 송/수신
을 수행하기 위한 요소 안테나(4a~4n)로 구성된 어레이 안테나(4), 각 요소 안테나(4a~4n)에 의해 수신된 신호를 합
성하고 신호를 m빔 성분으로 변환하기 위한 빔형성네트워크(121), 송/수신신호를 분리하기 위한 순환기(36a~36m), 
빔형성네트워크(121)의 출력신호를 각각 다른 주파수로 변환하기 위한 m개의 주파수 변환기(201a~201m: D/C, 제1
주파수 변환수단), m개의 파수 변환기(201a~201m)부터의 출력신호를 합성하고 주파수 다중화를 수행하기 위한 합성
기(9:MUX, 제1주파수 다중화수단) 및, 합성기(9)의 출력신호를 광신호로 변환하기 위한 전기/광변환기(10: E/O, 제
1전기/광변환수단)를 갖춘다.
    

    
더욱이, 도 26의 기지국(1)은, 송신시스템 구성과 마찬가지로, 이하에 기술하는 바와 같이 제어국(2)으로부터 송신된 
광신호를 전기신호로 변환시키기 위한 광/전기변환기(31:O/E, 제1광/전기변환수단), 광/전기변환기(31)의 출력신호
를 무선통신단말을 위한 송신신호와 어레이 안테나(4)의 방향을 제어하기 위한 신호로 분리하기 위한 분리회로(122: 
DIV, 분리수단), 분리회로(122)에 의해 분리된 무선통신단말을 위한 송신신호의 주파수를 무선주파수로 변환시키기 
위한 주파수 변환기(202: U/C, 제2주파수 변환수단), 어레이 안테나(4)의 방향을 제어하기 위한 분리회로에 의해 분
리된 신호에 기초하여 송신빔 제어신호를 발생시키기 위한 송신빔 제어회로(123) 및, 주파수 변환기(202)의 출력신호
를 송신빔 제어신호에 기초하여 각 요소 안테나(4a~4n)의 방향에 따른 다수의 신호로 분할하기 위한 분할기(32:안테
나 제어수단)를 갖춘다. 분할기(32)에 의해 분할된 신호는 순환기(36a~36m)를 통해 빔형성네트워크(121; 빔형성회
로)에 입력되고, 그 신호가 소정 방향성이 제공된 빔으로 방사되도록 요소 안테나(4a~4n)에 제공된다.
    

    
한편, 도 26의 제어국(2)은, 수신시스템 구성과 마찬가지로, 광섬유(3)를 통해 기지국(1)으로부터 송신된 광신호를 
전기신호로 변환시키기 위한 광/전기변환기(11: O/E, 제2광/전기변환수단), 변환된 전기신호를 주파수 다중화 전에 m
개의 파수신호로 분할하기 위한 분할기 또는 디멀티플렉서(12: 분할수단), 분할기 또는 디멀티플렉서(12)에 의해 분
할된 각 신호의 주파수를 소정 동일한 주파수로 변환시키기 위한 m개의 주파수 변환기(203a~203m: D/C, 제3주파수 
변환수단), 위상 및 신호강도에 대해 주파수 변환기(203a~203m)의 출력신호를 가중시키기 위한 가중회로(17a~17
m: W, 가중수단), 각 가중된 신호를 합성하기 위한 합성기(18) 및, 이동유닛으로부터 송신정보를 얻기 위해 합성신호
를 복조하기 위한 복조기(19: DEM, 복조수단)를 갖춘다.
    

    
더욱이, 도 26의 제어국(2)은, 송신시스템 구성과 마찬가지로, 송신빔 제어신호를 출력하기 위해 신호강도 분배 또는 
m개의 파수 변환기(203a~203m)의 출력신호중 최상위 레벨신호를 검출하기 위한 레벨 검출기(124: 레벨 검출수단), 
송신 기본대역신호를 출력하기 위한 복조기(41:MOD), 기본대역신호의 주파수를 변환시키기 위한 주파수 변환기(20
4: U/C), 레벨 검출기(124)로부터의 송신빔 제어신호와 주파수 변환기(204)의 출력신호를 다중화 하기 위한 합성기
(46) 및, 합성기(46)에 의해 다중화 된 신호를 광신호로 변환하고 광섬유(3)를 통해 기지국(1)으로 광신호를 송신하
기 위한 전기/광변환기(47: E/O, 제2전기/광변환수단)를 갖춘다.
    

이하, 도 26의 무선통신시스템의 동작을 설명한다. 무선통신단말(도시하지 않았슴)로부터의 무선주파수신호가 어레이 
안테나(4)에 의해 수신된 후, 빔형성회로(121)에 의한 또 다른 하나와 피크방향이 다른 빔성분으로 변환된다. 빔형성
회로의 출력신호가 각각 서로 다른 주파수로 변환되고, 합성기(9)에 의해 주파수 다중화을 수행한다. 합성기(9)의 출
력신호는 전기/광변환기(10)에 의해 전기신호로부터 광신호로 변환된 후, 광섬유(3)를 통해 제어국(2)으로 송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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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지국(1)으로부터 제어국(2)으로 송신된 광신호는 광/전기변환기(11)에 의해 전기신호로 변환되고, 분할기 또는 디
멀티플렉서(12)에 의해 m개의 신호로 분할되고, 대응하는 주파수 변환기(203a~203m)로 입력되어 동일한 주파수로 
변환된다. 주파수 변환기(203a~203m)의 출력신호가 최적으로 가중되고, 다음에 합성기(18)에 의해 합성된 후, 복조
기(19)에 의해 복조된다.

여기서, 기지국(1)의 주파수 변환기(201a~201m)가 제어국(2)의 주파수 변환기(203a~203m)와 동기화 되지 않기 
때문에, 기지국(1)의 빔형성회로(121)에서 형성된 각각의 빔간 위상관계가 제어국(2)에서 유지되지 못한다. 따라서, 
가중회로(17a~17m)에 의해 부가된 가중치로부터 수신신호의 도달방향을 추정하기가 어렵다.

그러나, 빔형성회로(121)에 의해 형성된 각각의 빔이, 예컨대 각각의 주요빔 서로 다르고, 전체의 주요빔이 기지국(1)
의 조사영역을 커버할 수 있으면, 각 빔의 진폭값에 의해 수신신호 도달방향을 추정할 수 있다.

특히, 빔형성회로(121)에 의해 형성된 빔은 각기 다른 방향의 최대 방향성을 갖고, 다수의 빔이 기지국(1)의 통신범위
를 커버한다. 따라서, 다수의 빔중 어떠한 하나의 경우라도, 통신되는 이동국 단말은 빔 폭내에 존재한다.

일반적으로, 또 다른 빔의 빔 최대방사방향에 가깝게 이득이 저하되도록 빔이 형성되기 때문에, 최고 전계강도로 수신
된 빔의 방향에 이동국 단말이 존재하는 것이 고려될 수 있다.

따라서, 레벨 검출기(124)는 주파수 변환기(203a~203m)의 각 출력의 신호진폭을 또 다른 것과 비교하여, 송신빔으
로서 최고 레벨신호를 결정한다. 레벨 검출기(124)로부터 출력된 송신빔 제어신호는, 예컨대 빔형성회로(121)의 빔 
수에 대응하는 정보를 포함한다.

    
도 27은 빔형성회로(121)에 의해 형성된 빔의 특성을 나타낸 도면이다. 기지국(1)의 조사영역이 각도 θ1, θ2를 갖
는 것으로 가정하고, 그 영역이 빔으로 커버되는 것으로 가정하면, 빔형성회로(121)는 요소 안테나(4a~4n)의 수신신
호를 합성함으로써, 도 27a에 나타낸 바와 같이 각각의 m빔이 빔 폭 ┃θ1-θ2┃/m[ °]를 갖는다. 이 수신신호는 빔
형성회로(121)의 다른 출력단말로부터 출력된다. 따라서, 빔형성회로(121)의 m출력단말은 도 27a의 m빔과 1 대 1 
대응한다.
    

예컨대, 무선파가 θi방향으로부터 입사하는 것으로 가정하면, 빔형성회로(121)의 각 출력단말에서의 전력이 도 27b
에 나타낸 바와 같다. 도면에 나타낸 바와 같이, 주요빔의 θi방향을 갖는 빔 i의 수신전력이 최대이고, 빔 (i+1), (i-
1)은 주요빔 근처의 θi방향을 가지며, 따라서 비록 그들이 빔 i의 수신전력보다 낮을 지라도 수신전력의 어느 정도는 
갖는다. 한편, 또 다른 빔의 경우, θi가 측면 돌출영역에 존재하기 때문에, 수신전력이 저하한다.

따라서, 무선파의 도달방향이, 각 빔의 수신전력 분배(신호강도 분배)와 최대 수신전력(최대신호강도)을 갖는 빔에 의
해 어느 정도 추정될 수 있다. 더욱이, 이 경우, 기지국(1)측의 송신빔으로서 빔 i가 선택되면, 전력이 통신목적지로 이
동국 단말에 효율적으로 제공될 수 있어, 이동국 단말 감도가 강화되거나, 또는 또 다른 단말에 노이즈가 감소되는 또 
다른 장점을 갖는다.

한편, 도 26 시스템의 송신신호의 흐름은 이하와 같다. 변조기(41)로부터의 출력 기본대역신호가 주파수 변환기(204)
에서 변환되고, 레벨 검출기(124)의 출력신호로서 송신빔 제어신호와 주파수 다중화 되고, 최적으로 변조되어 기지국
(1)으로 송신된다.

기지국(1)으로 송신된 광신호가 광/전기변환기(31)에 의해 전기신호로 변환된 후, 분리회로(122)에 의해 안테나 송신
신호와 송신빔 제어신호로 분리된다.

분리회로(122)에 의해 분리된 안테나 송신신호는 주파수 변환기(202)에 의해 변환된다. 더욱이, 분리회로(122)에 의
해 송신빔 제어신호가 송신빔 제어회로(123)를 통해 분할기(32)에 입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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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기(32)는 주파수 변환기(202)의 출력신호를 분할한다. 분할기(32)는 송신빔 제어회로(123)의 출력신호에 기초
하여 주파수 변환기의 출력신호의 신호강도를 조절하고, 그 신호를 요소 안테나(4a~4n)로 출력한다. 즉, 분할기(32)
는 스위치로서 하나의 단말에 모든 신호를 제공하거나, 또는 송신빔 제어회로(123)의 출력신호에 기초하여 적절한 분
배비율로 몇몇 빔 단말에 분배한다.

분할기(32)의 출력신호는 순환기(36a~36m)를 통해 빔형성회로(121)에 입력되고, 각 요소 안테나(4a~4n)에 빔 신
호가 형성된다.

상술한 바와 같이, 제1실시예에 있어서, 변환된 신호의 강도분배가 송신중 방사방향을 결정하기 위해 레벨 검출기에 의
해 빔 공간에서 검출되고, 기지국(1)의 주파수 변환기(201a~201m)와 제어국(2)의 주파수 변환기(203a~203m)를 
동기화 하지 않고 무선파 도달방향이 추정될 수 있다. 따라서, 주파수 변환기(201a~201m)와 제어국(2)의 주파수 변
환기(203a~203m)간 동기화가 필요치 않아, 제어국(2)의 구성이 간단해질 수 있다.

더욱이, 제13실시예에 있어서, 송신제어를 위한 빔 제어신호가 제어국(2)의 송신을 위한 변조신호(안테나 송신신호)
와 다중화 되고 기지국(1)으로 송신되어, 송신신호가 수신신호에 기초하여 추정된 무선파 도달방향으로 방사되고, 기
지국(1)에서 빔 형성이 수행됨으로써, 제어국(2)에서 각 요소 안테나(4a~4n)를 위한 빔을 형성하고 다중화 하는 것
이 필요치 않아, 송신시스템 구성이 간단해질 수 있다.

제14실시예

제14실시예에 있어서, 방향패턴이 제공된 안테나를 사용함으로써, 빔형성회로(121)가 생략되어 기지국(1)의 구성이 
간단해질 수 있다.

도 28은 본 발명에 따른 무선통신시스템의 제14실시예를 나타낸 블록도이다. 도 28에 있어서, 도 26의 공통 구성부분
에는 동일한 참조번호를 붙이고, 이하에서는 주로 다른 부분에 대해 기술한다.

도 28의 기지국(1)은, 원하는 방향패턴으로 제공된 다수의 방향성 안테나(4a~4n)가, 또 다른 것, 예컨대 섹터 안테나
가 배치되고, 도 26의 빔형성회로(121)가 생략된 것을 제외하고는 도 26의 기지국과 유사하게 구성된다. 더욱이, 도 
28의 제어국(2)은 도 26의 제어국(2)과 유사하게 구성된다.

도 28의 다수의 안테나(4a~4n)가 방향성이 또 다른 어느 하나와 다르기 때문에, 제어국(2)에 있어서 각 안테나(4a~
4n)에 의해 수신된 신호의 최대강도 및 강도분배를 레벨 검출기(124)에 의해 검출함으로써, 무선파 도달방향이 정확
하게 추정될 수 있다. 따라서, 도 26의 빔형성회로(121)가 필요치 않아, 기지국(1)의 구성이 더욱 간단해지고, 최소화 
되어 비용절감이 가능해진다.

도 29a는 도 26의 방향성 안테나(4a~4n)에서의 빔 형성을 개략적으로 나타낸 도면이고, 도 29b는 도 26의 빔형성회
로(121)와 요소 안테나(4a~4n)에 의한 빔 형성을 개략적으로 나타낸 도면이다.

도 29b에 나타낸 바와 같이, 도 26의 빔형성회로(121)는 각 요소 안테나(4a~4n)의 소정 합성가중치에 의해 신호를 
승산하고, 신호를 합성하여 입력신호의 입력포트에 따라 원하는 방향패턴을 형성한다.

한편, 도 28에 나타낸 바와 같이 방향성 안테나(4a~4n: 예컨대, 반사경 안테나, 섹터 빔 안테나 등)가 이용되면, 도 2
9a에 나타낸 바와 같이, 안테나부는 또 다른 것과 최대 방사방향이 다르고, 소정 빔 폭 및 이득 등과 같은 원하는 방향
패턴을 갖는다. 따라서, 도 29b에 나타낸 바와 같이, 각 요소 안테나(4a~4n)의 수신신호를 합성하지 않고 본 발명의 
제1실시예와 동일한 특성이 얻어질 수 있다.

따라서, 본 발명의 제14실시예에 있어서는, 빔형성회로(121) 없이 각 수신신호 강도에 의해 무선파 도달방향을 추정할 
수 있다.

제15실시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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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 및 제14실시예에 있어서, 안테나에 의해 수신된 신호는 가중되고 아날로그 신호상태로 복조되지만, 제15실시예
에서 신호는 디지탈신호로 변환되고 디지탈 방식으로 가중된 후에 복조된다.

도 30은 본 발명에 따른 무선통신 시스템의 제15실시예의 블록도이다. 도 30에 있어서, 도 26과 공통인 구성부는 동일 
참조부호로 나타내고, 다른 개소는 주로 다음에 설명할 것이다.

도 30의 기지국(1)은 도 26의 기지국(1)과 마찬가지로 구성된다. 도 30의 제어국(2)은 주파수 변환기(203a~203m)
에 의해 동일 주파수로 변환되는 수신신호를 디지탈신호로 변환하기 위한 m개의 아날로그/디지탈 변환기(125a~125
m: A/D변환수단)와, 소정의 가중으로 디지탈신호를 종속시키고 디지탈 방식으로 합성한 후 복조를 실행하기 위한 디
지탈신호 처리기(126: 디지탈신호 처리수단)를 갖추고 있다.

도 30의 시스템에 있어서, 아날로그 가중을 행하는 것은 불필요하기 때문에, 집적화는 제1실시예에 비해 용이하게 되어 
제어국(2)은 소형화될 수 있다. 게다가, 디지탈 신호처리기(126)에 있어서, 위상조정뿐만 아니라 간섭삭제와 도달방향 
추정 및 지연파 합성 등의 기지국(1)의 복잡하고 정교한 제어도 추가하는 어떤 하드웨어없이 디지탈 신호처리 알고리
즘을 변화시킴으로써 가능하다.

게다가, 도 30에 있어서, 주파수 변환기(203a~203m)의 출력신호는 레벨검출기(124)에 입력되지만, 디지탈 신호 처
리기(126)에 의해 처리되는 신호로부터 초래되는 신호는 직접제어를 위한 제어신호를 발생시키도록 레벨검출기(124)
에 입력될 수 있다.

상술한 제14 및 제15실시예의 레벨검출기(124)는 기지국(1)으로부터 제어국 (2)으로 전송되는 수신신호의 세기에 
기초하여 방사패턴제어를 위한 제어신호를 발생시킨다. 그러나, 무선통신단말기의 위치정보를 네트워크측에서 알고 있
을 때, 방사패턴제어를 위한 제어신호는 위치정보와 수신신호세기에 기초하여 출력될 수 있다.

제16실시예

제16실시예에 있어서, 레벨검출기(124)는 기지국(1)에 배치되고, 방사패턴제어를 위한 제어신호는 기지국(1)에서 발
생시킨다.

도 31은 본 발명에 따른 무선통신 시스템의 제16실시예의 블록도이다. 도 31에 있어서, 도 26과 공통인 구성부는 동일 
참조부호로 나타내고, 다른 개소는 주로 다음에 설명할 것이다.

도 26의 구성에 더하여, 도 31의 기지국(1)은 방사패턴제어를 위한 제어신호를 발생시키기 위해 주파수 변환기(201a
~201m)의 출력신호의 최대세기와 세기분배를 검출하는 레벨검출기(124)를 갖추고 있다. 기지국(1)의 송신용빔 제어
회로 (123)는 레벨검출기(124)로부터의 제어신호에 기초하여 안테나 송신을 위한 빔제어신호를 발생시킨다.

한편, 도 31의 제어국(2)은 도 26의 구성에서 합성기(46)와 레벨검출기 (124)를 제거하여 구성되어 있다.

도 31의 시스템에 있어서, 수신신호 레벨검출과 송신용빔제어는 기지국(1)에서 행해지기 때문에, 제어국(2)에 레벨검
출기(124)와 합성기(46)를 배치할 필요가 없어 제어국(2)의 구성은 간단하게 될 수 있다.

게다가, 제어국(2)으로부터 기지국(1)으로의 송신신호의 전송동안, 제어국 (2)에서는 송신패턴 제어신호에 맞추어 송
신신호를 다중화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제어국(2)으로부터 기지국으로의 전송시스템의 구성은 간단하게 될 수 있다.

제17실시예

제17실시예는 제16실시예의 변형례이고, 기지국(1)으로부터 제어국(2)으로의 수신신호의 전송동안, 빔형성회로(12
1)에 의해 형성된 모든 빔을 전송하는 대신에 높은 신호레벨을 갖는 빔만 선택하여 전송한다.

도 32는 본 발명에 따른 무선통신 시스템의 제17실시예의 블록도이다. 도 32에 있어서, 도 26과 공통인 구성부는 동일 
참조부호로 나타내고, 다른 개소는 주로 다음에 설명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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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26의 구성에 더하여, 도 32의 기지국(1)은 레벨검출기(124)로부터 출력되는 빔제어신호에 기초하여 주파수 변환
기(201a~201m)의 약간의 출력신호만을 선택하기 위한 수신용빔 선택회로(수신신호 선택수단; 127)를 갖추고 있다. 
구체적으로, 수신용빔 선택회로(127)는 주파수 변환기(201a~201m)에 의해 주파수 변환하기 쉬운 신호로부터 큰 신
호세기를 갖는 몇몇 신호를 주로 선택한다. 멀티플렉서(9)는 수신용빔 선택회로(127)에 의해 선택되는 신호만을 다중
화시킨다. 다중화된 신호는 전기/광변환기(31)에 의해 광신호로 변환되어 제어국(2)으로 전송된다.
    

도 32의 제어국(2)은 도 26과 마찬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기지국 (1)으로부터 전송되는 신호의 수가 감소하기 
때문에, 각 신호의 가중처리와 각각의 가중된 신호의 합성처리 등은 도 26의 가중처리와 합성처리보다 더 용이하여 제
어국(2)의 구성은 간단하게 될 수 있다. 예컨대, 도 33은 지향성 안테나(4a~4n)가 도 31의 회로에서의 어레이 안테나
(4) 대신에 접속되어 있는 예를 나타낸다.

도 26과 도 28, 도 31, 도 32 및 도 33에 있어서, 제어국(2)에서의 각 빔은 상술한 바와 같은 아날로그 방식으로 가중
되지만, 도 30과 마찬가지로 제어국(2)에 A/D변환기와 디지탈신호 처리회로를 배치하여 수신신호를 A/D변환기에 의
해 디지탈 신호로 변환함으로써, 가중처리와 합성처리 및 복조처리 등은 디지탈신호 처리회로의 디지탈 방식으로 실행
될 수 있다.

도 28과 마찬가지로, 지향성 안테나는 어레이 안테나(4) 대신에 이용될 수 있고, 이것은 빔형성회로(121)의 필요성을 
제거한다. 도 31 및 도 32는 빔형성회로(121)가 도 26과 마찬가지로 배치되어 있는 예를 나타낸다.

게다가, 제14실시예 내지 제17실시예에서는 어레이 안테나(4)가 송신/수신을 위해 분배되어 있는 일례를 나타내고 있
고, 순환기(36a~36m)는 요소 안테나 (4a~4n)의 단부에 접속되어 있지만, 빔형성회로(121)는 송신/수신을 위해 분
배되어 있다. 그러나, 송신안테나와 수신안테나를 따로 배치함으로써, 빔형성회로(121)는 송신과 수신을 위해 따로 배
치될 수도 있다. 이 경우에 있어서, 송신/수신 분리회로는 필요하지 않다.

    
더욱이, 상술한 제14실시예 내지 제17실시예에 있어서, 각 요소 안테나 (4a~4n)에 의해 수신된 무선 주파수신호는 중
간 주파수신호로 한번 변환되고, 광학적으로 변조된 후에 제어국(2)으로 전송된다. 이것은, 전기/광변환기(31)와 광/
전기변환기(11)는 광학적 변조가 무선 주파수신호로 실행될 때보다 더 저가로 실현될 수 있기 때문이다. 부가적으로, 
무선 주파수신호는 광학적으로 변조되어 제어국(2)으로 전송된다. 또, 이 경우에 있어서, 레벨검출기(124)를 이용할 
수 있고, 무선파 도달방향을 추정할 수 있다.
    

게다가, 도 26 또는 도 29의 시스템에 있어서, 도 32와 마찬가지로 기지국 (1)에 수신용빔 선택회로(127)를 배치함으
로써, 주파수 다중화가 쉽고 제어국(2)에 전송되는 약간의 수신신호만 선택될 수 있다.

제18실시예

제18실시예에 있어서, 제어국으로부터 기지국으로 전송된 송신신호의 위상과 진폭조정은 용이하고 정밀하게 실행된다.

도 34는 본 발명에 따른 무선통신 시스템의 제18실시예의 블록도이다. 도 34의 시스템은 어레이 안테나(4)가 설치된 
기지국(1)이 광섬유(3)를 매개로 제어국 (2)에 접속되어 있고, 서브캐리어 다중화 전송이 실행되는 일례를 나타낸다. 
도 34의 어레이 안테나는 3개의 안테나소자(4a~4c)를 포함하고 있지만, 안테나소자의 수는 특별히 한정되지는 않는
다.

    
도 34의 기지국은 수신기 구성과 같이 송신/수신을 절환하기 위한 순환기(36a~36c)와, 송신/수신신호의 합성을 행하
기 위한 합성기(합성수단; 162a~ 162c), 제어국(2)으로 피드백되는 송신신호에 파일럿신호를 삽입하기 위한 파일럿
신호 삽입기(파일럿신호 삽입수단; 160), 파일럿신호 삽입기(160)의 출력신호를 증폭하기 위한 저잡음 증폭기(5a~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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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저잡음 증폭기(5a~5c)의 각 출력신호를 다른 주파수 신호로 변환하기 위한 주파수 변환기(제1주파수 변환수단; 
201a~201c), 주파수 변환기(201a~201c)로부터 출력된 각 주파수 신호를 서브 캐리어 다중화하기 위한 합성기(주파
수 다중화수단; 9) 및 합성기(9)에 의해 합성된 신호를 광신호로 변환하고 광섬유(3)를 매개로 광신호를 제어국(2)으
로 전송하기 위한 전기/광변환기(제1전기/광변환수단; 10)를 갖추고 있다.
    

    
게다가, 도 34의 기지국(1)은 송신측에, 제어국(2)으로부터 전송된 광신호를 전기신호로 변환하기 위한 광/전기변환
기(31)와, 광/전기변환기(31)의 출력신호를 복수의 신호로 나누기 위한 분배기(32), 분배기(32)에 의해 나누어진 각 
주파수신호를 무선 주파수신호로 변환하기 위한 주파수 변환기(202a~202c), 주파수 변환기(202a~202c)의 출력신
호를 증폭하기 위한 증폭기(35a~35c) 및, 증폭기(35a~35c)의 출력신호를 순환기(36a~36c)와 합성기(162a~162
c)로 분기하기 위한 커플러(161a~161c: coupler)를 갖추고 있다.
    

부가적으로, 도 34의 기지국(1)은 주파수 변환기(201a~201c, 202a~202c)에 국부 발진기 출력을 공급하기 위한 주
파수 합성기(16)를 갖추고 있다. 주파수 합성기(16)는 다른 주파수 신호를 발생시키기 위한 복수의 국부 발진기를 갖
추고 있거나, 하나의 국부 발진기와 여러 가지 주파수신호를 발생시키기 위해 국부 발진 출력의 주파수를 승산하거나 
분할하기 위한 주파수 분할기를 갖추고 있다.

    
한편, 도 34의 제어국(2)은 기지국(1)으로부터 전송된 광신호를 전기신호로 변환하기 위한 광/전기변환기(11: 광/전
기 변환수단)와, 광/전기변환기(11)의 출력신호를 복수의 서브캐리어 신호로 나누기 위한 디멀티플렉서(12: 분배수단), 
각 분배기 출력을 동일 주파수로 변환하기 위한 주파수 변환기(14a~14c: 제3주파수 변환수단 ), 주파수 변환기(14a
~14c)의 출력신호로부터 전송된 피드백신호를 검출하기 위한 피드백신호 검출기(163: 피드백 수단), 피드백신호의 
전송을 위한 교정계수를 연산하기 위한 교정계수 연산회로(164: 비교수단), 교정계수를 고려하여 송신/수신을 위한 가
중계수를 연산하기 위한 적응형 안테나 가중계수 연산회로(165: 가중계수 연산수단), 연산된 가중계수에 의해 수신신
호를 가중하기 위한 승산기(17a~17c: 제1가중수단), 승산기(17a~17c)에 의한 각 가중신호를 합성하기 위한 합성기
(18) 및, 합성기(18)에 의해 합성된 신호를 복조하기 위한 복조기(19)를 갖추고 있다.
    

    
게다가, 제어국(2)은 전송하기 위한 변조신호를 발생시키기 위한 변조기(41)와, 변조된 신호를 복수의 동일 신호로 분
배하기 위한 분배기(42), 가중계수에 의해 변조된 신호를 가중하기 위한 승산기(43a~43c: 제2가중수단), 승산기(43
a~43c)에 의한 가중신호를 각각의 다른 주파수 신호로 변환하기 위한 주파수 변환기 (204a~204c), 주파수 변환기(
204a~204c)의 출력신호를 서브캐리어 다중화하기 위한 합성기(46) 및, 합성기(46)에 의해 다중화된 신호를 광신호
로 변환하고, 광섬유(3)를 매개로 기지국(1)으로 광신호를 전송하기 위한 전기/광변환기(47)를 갖추고 있다.
    

    
부가적으로, 도 34의 제어국은 주파수 변환기(14a~14c, 204a~204c)에 국부발진기 출력을 공급하기 위한 주파수 합
성기(13)를 갖추고 있다. 주파수 합성기(13)는 다른 주파수 신호를 발생시키기 위한 복수의 국부 발진기를 갖추고 있
거나, 하나의 국부 발진기와 여러 가지 주파수신호를 발생시키기 위해 국부 발진 출력을 승산하거나 분할하기 위한 주
파수 분할기를 갖추고 있다. 본 실시예에 있어서, 기지국(1)에서의 주파수 합성기(16)가 제어국(2)에서의 주파수 합
성기(13)와 주파수와 위상에서 동기화된다고 가정한다.
    

도 34의 기지국(1)에 있어서, 커플러(161a~161c)와 합성기(162a~162c) 및 파일럿신호 삽입기(160)는 피드백수
단에 대응하고, 주파수 변환기(201a~201c)와 합성기(9) 및 전기/광변환기(10)는 전송수단에 대응한다. 게다가, 도 
34의 제어국(2)에 있어서, 가중계수 연산회로(165)와 승산기(17a~17c, 43a~43c)는 보상수단에 대응하고, 피드백
신호 검출기(163)는 제1 및 제2검출수단에 대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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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34의 기지국은 어레이 안테나(4)로부터의 방사전에 제어국(2)으로부터 전송된 신호를 기지국(1)의 수신기회로를 
매개로 제어국(2)으로 되돌린다. 게다가, 제어국(2)은 피드백된 각 분기의 송신신호간의 2개의 신호를 삽입된 파일럿
신호와 비교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 파일럿신호의 절대위상과 절대진폭을 제어국(2)에서 미리 알 수 있기 때문에, 파
일럿신호는 기지국으로부터 제어국까지의 수신시스템에서의 각 분기의 위상/진폭 변동량을 추정하는데 이용된다. 또, 
파일럿신호에 의해 추정되는 수신시스템의 위상/진폭 변동량을 감산함으로써, 전송시스템의 각 분기의 조정을 행할 수 
있다.
    

    
도 34의 무선통신 시스템의 오퍼레이션은 아래에 설명될 것이다. 안테나소자(4a~4c)에 의해 수신되는 신호와 제어국
(2)으로부터의 송신신호는 합성기 (162a~162c)에 의해 합성되고, 파일럿신호 삽입기(160)에 의해 파일럿신호가 제
공된다. 그 후에, 신호는 저잡음 증폭기(5a~5c)를 매개로 주파수 변환기(201a~201c)에 입력되고, 각각의 안테나소
자(4a~4c)에 대응하는 각 분기에 대한 다른 주파수로 변환된다. 이 경우에 있어서, 주파수는 광섬유(3)와 광원의 주
파수 특성 등에 따라 중간주파수로 변환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중간주파수로의 변환에 의해, 광학적 전송시스템의 구성
은 간단하게 될 수 있다. 주파수 변환기(201a~201c)의 출력신호는 합성기(9)에 의해 주파수 다중화되기 쉽고, 전기
/광변환기(10)에 의해 광신호로 변환되어 제어국(2)으로 전송된다.
    

    
도 35는 합성기(9)에 의해 서브캐리어 주파수 다중화가 이루어진 신호의 주파수 스펙트럼도이다. 도 35는 송신/수신신
호가 서로 다른 주파수로 할당되는 FDD(frequency divide duplex)시스템의 일례를 나타낸다. 도 35에 나타낸 바와 
같이, 어레이 안테나(4)에서 수신된 신호와 파일럿신호 및 제어국(2)으로부터 전송된 신호는 다른 주파수 간격으로 할
당되고, 이들은 그룹으로서 서브캐리어 (f1~f3)로 할당된다. 부가적으로, 주파수 변환기(201a~201c)의 대역필터(도
시하지 않음)는 각 서브캐리어의 신호그룹이 통과하는 대역폭이 제공될 필요가 있다.
    

더욱이, 파일럿신호가 주파수 다중화하고 삽입될 때, 주파수 특성의 차이에 의한 위상/진폭 변동량이 변하지 않도록 인
접하는 주파수 대역을 파일럿신호로 할당할 필요가 있다.

제어국(2)에 전송된 광신호는 광/전기변환기(11)에 의해 전기신호로 변환된 후에 디멀티플렉서(12)에 의해 복수의 
분기신호로 분할된다. 이들 분기신호는 주파수 변환기(14a~14c)에 의해 동일 주파수신호로 변환되고, 피드백신호 검
출기(163)와 승산기(17a~17c)에 입력된다.

피드백신호 검출기(163)는 제어국(2)에 의해 전송되는 송신신호와 파일럿신호를 추출한다.

교정계수 연산회로(164)는 피드백신호 검출기(163)에 의해 추출되는 각 분기 송신신호 사이의 기준으로서 분기중 하
나의 송신신호를 이용하고, 다른 분기의 상대위상차와 상대진폭차를 검출한다. 검출된 결과에 기초하여, 회로(164)는 
송신기/수신기에서 견실한 신호왜곡을 검출한다. 게다가, 회로(164)는 파일럿신호의 왜곡으로부터 추정되는 수신기의 
위상/진폭 변동량을 감산함으로써, 송신기의 각 분기의 교정계수를 검출한다.

가중계수 연산회로(165)는 주파수 변환기(14a~14c)의 출력신호와 교정계수 연산회로(164)에 의해 연산된 교정계수 
및 빔제어를 위해 연산된 송신/수신가중을 이용함으로써, 송신과 수신신호에 대해 가중계수를 연산한다.

승산기(17a~17c)는 수신신호의 가중을 행하기 위해 가중계수 연산회로(165)에서 연산되는 가중계수에 주파수 변환
기(14a~14c)의 출력신호를 승산한다. 가중된 수신신호는 복조기(19)에 입력되어 복조된다.

한편, 제어국(2)에서 변조기(41)에 의해 변조되는 송신신호는 승산기 (43a~43c)에 의해 가중계수 연산회로(165)에 
의해 연산되는 가중계수에 승산된다. 가중된 송신신호는 주파수 변조기(204a~204c)에 의해 다른 주파수신호로 변조
된 후에 합성기(46)에 의해 서브캐리어 주파수 다중화을 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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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브캐리어 주파수 다중화을 행한 송신신호는 전기/광변환기(47)에 의해 광신호로 변환된 후에, 광섬유(3)를 매개로 
기지국(1)으로 전송된다.

기지국(1)으로 전송된 광신호는 분배기(32)에 의해 복수의 분기신호로 분할되고, 각 분기신호는 주파수 변환기(202
a~202c)에 입력되어 무선 주파수신호까지 변환된다.

주파수 변환기(202a~202c)의 각 출력신호는 증폭기(35a~35c)에 입력된 후에 커플러(161a~161c)와 순환기(36a
~36c)를 매개로 안테나소자(4a~4c)에 입력된다.

도 34의 피드백신호 검출기(163)의 상세한 구성 및 동작과 교정계수 연산회로 (164) 및 가중계수 연산회로(165)는 
다음에 설명될 것이다.

도 36에 나타낸 피드백신호 검출기(163)는 각 분기의 송신신호와 서브캐리어로부터의 파일럿신호를 추출한다. 파일럿
신호가 피드백 송신신호에 맞추어 주파수 다중화를 행할 때, 특성 협대역필터는 필요하다.

도 36에 상세히 나타낸 바와 같이, 교정계수 연산회로(164)는 위상차 검출기 (166)와 진폭비 검출기(167) 및 연산기
(168)를 갖추고 있다.

주파수 변환기(14a~14c)의 각 출력신호간의 신호의 어떤 2개의 분기는 위상차 검출기(166)와 진폭비 검출기(167) 
양쪽에 입력된다. 위상차 검출기(166)는 출력신호간의 위상차를 검출하고, 진폭비 검출기(167)는 출력신호간의 진폭
편차를 검출한다.

특히, 각 분기의 상대위상차/진폭 변동량을 검출할 때, 예컨대 제1분기의 피드백신호는 항상 입력포트(1)로부터 입력
되고 다른 피드백신호는 입력포트(2)로부터 입력된다.

제1분기가 기준으로서 이용될 때, k번째 분기의 상대위상차는 θ1k 이고, 상대진폭비는 A1k 이며, 연산기(168)는 다음
의 식 (23)~(25)에 기초하여 교정계수 (C1~ C3)를 연산한다.

        (23)

                 (24)

                (25)

도 37에 상세히 나타낸 바와 같이, 도 36의 위상차 검출기(166)는 저역필터 (170) 및 위상 식별기(171)를 갖추고 있
다. i번 분기와 j번 분기의 피드백신호가 승산기(169)에 의해 승산된 후에, 고주파수 성분은 저역필터(170)에 의해 제
거되어 cosθij 에 비례하여 획득될 수 있다.

    
도 38에 상세히 나타낸 바와 같이, 도 36의 진폭비 검출기(167)는 위상수정기(phase corrector; 172)와 다이오드(
173a, 173b), 샘플링유닛(sampling unit; 174a, 174b) 및 분주기(175)를 갖추고 있다. 위상수정기(172)는 동일 위
상을 입력하기 위해 입력된 2개의 송신신호중 하나의 위상차를 보상한다. 위상수정기(172)의 출력과 다른 피드백신호
는 다이오드(173a, 173b) 각각에 입력되고, 포락선성분은 추출된다. 이들 포락선 성분은 샘플링유닛(174a, 174b)에 
의해 샘플링되고, 샘플링 출력비는 분주기(175)에 의해 얻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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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럿신호에 관련하는 동일 처리를 행함으로써, 수신기의 각 분기의 절대 위상 변동량(Φk)과 절대 진폭 변동량(Bk)
을 추정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있어서, 파일럿신호의 알려진 시퀀스는 도 37의 교정계수 연산회로의 입력포트(1)에 입
력된다. 그러므로, 송신기만의 상대위상 변동량은 θ'1k = θ1k - θk에 의해 주어진다. 송신기만의 상대진폭 변동량은 
A'1k = A1k =/Bk에 의해 주어진다.

그러므로, 보상되는 송신기의 교정계수(CT)는 식 (26)~(28)에서와 같다.

        (26)

                  (27)

                 (28)

가중계수 연산회로(165)는 교정계수 연산회로(164)에 의해 얻어진 교정계수의 상대출력신호와 주파수 변환기(14a~
14c)의 상대출력신호를 이용함으로써, 전송시스템의 교정값을 포함하는 가중계수(w'T1~w'T3)를 연산한다. 목적으
로 하는 안테나 패턴을 형성하기 위해 전송가중이 WT1~WT3이면, 식 (26)~(28)에 의해, 승산기(43a~43c)에 의해 
가중되는 교정값을 포함하는 전송가중계수와 가중계수는 식 (29)에 의해 얻어진다.

wTk = w'Tk·CTk (k = 1, 2, 3)...(29)

상술한 식 (26)~(29)에 나타낸 바와 같이 가중함으로써, 목적으로 하는 전송빔패턴은 안테나 단에서 얻어진다.

마찬가지로, 수신시스템의 교정계수(CRi)는 다음의 식 (30)~(32)으로 나타낸다.

                  (30)

                  (31)

                 (32)

도 34의 교정계수 연산회로(164)는 상술한 식 (26)~(29)에 기초하여 전송시스템 교정계수를 연산하고, 상술한 식 (
30)~(32)에 기초하여 수신시스템 교정계수를 연산한다. 게다가, 가중계수 연산회로(165)는 상술한 식 (29)에 기초
하여 송신신호에 대해 가중계수를 연산하고, 마찬가지로 수신신호에 대해 가중계수를 연산한다.

    
파일럿신호 삽입기(160)에 의해 삽입되는 파일럿신호를 다음에 설명할 것이다. 파일럿신호는, 예컨대 PN(pseud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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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om noise)시퀀스로 이루어져 있고, 그 시퀀스 패턴은 제어국(2)과 기지국(1) 사이에 알려져 있다. 게다가, 파일럿
신호는 주파수 분할 다중화에 의해 피드백된 송신신호에 삽입되는 것 외에 시분할 다중화에 의해 삽입될 수 있다. 이 경
우에 있어서, 파일럿신호와 피드백신호는 동일 주파수 특성을 갖는 수신시스템을 통과하기 때문에, 수신기의 왜곡을 더 
정밀하게 검출할 수 있다. 다른 경우에서조차도, 각 분기에서 동시에 같은 진폭을 갖는 파일럿신호를 삽입할 필요가 있
다.
    

PN시퀀스가 동시에 파일럿신호로서 삽입되면, PN길이의 상관관계처리를 행함으로써, 도 39에 나타낸 바와 같이 강한 
임펄스는 피드백신호 검출기(163)에 의해 도입되는 각 분기의 파일럿신호로부터 획득된다. 상관관계 출력에 의해, 수
신기에서의 분기 사이에 도달하는 지연시간차(t1, t2)는 관찰될 수 있고, 변동 위상차( Φ k)는 추정될 수 있다. 게다가, 
피크값을 검출함으로써, 수신기의 분기 사이의 상대진폭비(Bk)는 추정될 수 있다.

상술한 실시예에 있어서, PN시퀀스의 파일럿신호는 이용되지만, 사인 반송파만이 파일럿신호로서 피드백될 수 있다. 
이 경우에 있어서, 제어국(2)의 피드백신호 검출기(163)는 위상차 검출기의 상술한 구성과 마찬가지로 승산기와 저역
필터에 의해 상대위상 변동량(Φk)과 상대진폭 변동량(Bk)을 추정할 수 있다.

이 방식에 있어서, 제18실시예에 있어서, 어레이 안테나(4)에서의 송신신호와 수신신호의 피드백신호와 파일럿신호는 
다중화되어 기지국(1)으로부터 제어국(2)으로 전송되고, 상대위상차와 상대진폭 변동량은 제어국(2)에서의 파일럿신
호를 이용함으로써 검출될 수 있다. 게다가, 파일럿신호의 이용은 주파수 합성기(16, 13)로부터의 각 국부발진기 출력
의 동기화와 기지국(1)과 제어국(2) 사이에 전송되는 각 분기신호의 동기화를 확립할 수 있다.

    
더욱이, 제18실시예에 있어서, 상대위상차와 상대진폭 변동량은 도 38 및 도 39에 나타낸 바와 같이 간단히 구성된 위
상차 검출기(166)와 진폭비 검출기(167)를 이용하여 검출될 수 있고, 시스템구성은 간단하게 될 수 있어 비용을 절감
시킬 수 있다. 게다가, 송신용빔 제어는 적응형 안테나에서 정밀하게 행해질 수 있고, 단말국(terminal station)의 이
동은 큰 이득과 좁은 빔에 의해 추종될 수 있으며, 하나의 기지국(1)에 의한 커버리지(coverage)는 확대될 수 있어 핸
드오프 목적지 기지국(1)의 바쁜 채널에 의한 손실의 확률은 최소화될 수 있다.
    

더욱이, 널(null)제어는 정밀하게 제어될 수 있기 때문에, 인접한 기지국(1)이나 다른 기지국(1)과 통신하여 단말국의 
간섭은 억제될 수 있어 통신품질은 향상될 수 있고, 전체 시스템 성능을 높일 수 있다.

부가적으로, 상술한 제18실시예에 있어서, 도 35에 나타낸 바와 같이 송신신호와 파일럿신호를 주파수 다중화하는 방
법이 설명되어 있지만, 제어국(2)으로 피드백하기 위한 시분할의 송신신호와 파일럿신호를 다중화하는 방법이 채용될 
수 있다.

이 방법을 채용함으로써, 주파수 변환기의 대역폭은 좁을 수 있고, 각 구성요소의 주파수 특성의 약간의 영향에 의한 추
정에러는 발생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게다가, 수신후에 다중화된 수신신호와 송신신호 및 파일럿신호를 분리하는 것이 용이하기 때문에, 교정은 통신동안에 
조차 실행될 수 있고, 교정에 의한 통신중단의 불리함은 발생하지 않는다.

제19실시예

제19실시예에 있어서, 송신신호 시스템의 절대위상 변동량과 절대진폭 변동량이 검출된다.

도 40은 본 발명에 따른 무선통신 시스템의 제19실시예의 블록도이다. 도 40에 있어서, 도 34와 공통인 구성부는 동일 
참조부호로 나타내고, 이하 다른 구성요소에 대해 주로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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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40의 기지국(1)은 도 34의 기지국(1)과 마찬가지로 구성된다. 도 34의 구성에 더하여, 도 40의 제어국(2)은 가중
된 송신신호중 하나를 선택하기 위한 스위치(제어국 스위치수단; 176)를 갖추고 있다. 도 40의 교정계수 연산회로(1
64)는 스위치(176)에 의해 선택되는 송신신호와 동일 분기에 대응하는 피드백신호 검출기 (163)의 출력을 이용함으
로써 송신신호에 포함되는 송신기의 절대위상/진폭 변동량의 절대값을 검출한다.

도 40의 교정계수 연산회로(164)의 출력(C Tk )은 식 (33)으로 얻어진다.

                 (k = 1, 2, 3) (33)

여기에서, θk와 Ak는 k번 분기의 피드백 송신신호(이 신호는 송신기/수신기의 왜곡이 실시된다)의 위상변동량과 진
폭변동량을 각각 나타내고, Φk와 Bk는 파일럿신호에 의해 획득된 k번 분기의 수신시스템의 위상변동량과 진폭변동량
을 나타낸다.

도 40의 가중계수 연산회로(165)는 다음의 식 (34)에 기초하여 송신신호의 가중계수(wTk)를 연산한다.

wTk = w'Tk·CTk (k = 1, 2, 3)...(34)

적응형 안테나가 설치된 무선통신 시스템에 있어서, 송신신호의 상대위상과 상대진폭 변동량이 알려져 있으면, 전송된 
빔은 정확하게 형성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목적을 위해 각 전송분기의 절대위상 변동량과 절대진폭 변동량을 알 필요
가 있을 때, 상술한 제19실시예는 유효하다.

게다가, 제19실시예는 피드백 전송경로를 매개로 송신신호의 복귀까지의 지연시간, 즉 위상회전이 신호의 하나의 심볼
길이와 비교해서 충분히 짧을 때 유효하다.

제20실시예

제20실시예에 있어서, 절대위상 변동량과 절대진폭 변동량은 어떤 파일럿신호없이도 검출될 수 있다.

도 41은 본 발명에 따른 무선통신 시스템의 제20실시예의 블록도이다. 도 41에 있어서, 도 40과 공통인 구성부는 동일 
참조부호로 나타내고, 다른 개소는 주로 다음에 설명할 것이다.

도 41의 무선통신 시스템은 제어국(2)으로부터 기지국(1)으로 송신신호를 보내기 위해 교정을 위해 배타적 피드백이 
제공되는 대신에 파일럿신호가 삽입되지 않는다는 특성을 가진다.

도 41의 기지국(1)은 제어국(2)으로부터의 송신신호중 하나를 선택하기 위한 스위치(기지국 스위치수단; 177)와, 스
위치(177)에 의해 선택된 신호를 증폭하기 위한 증폭기(178), 증폭기(178)에 의해 증폭된 신호의 주파수를 변환하기 
위한 주파수 변환기(제2주파수 변환수단; 179) 및 주파수 변환기(179)의 출력신호를 광신호로 변환하기 위한 전기/광
변환기(제2전기/광변환수단; 180)를 갖추고 있다.

게다가, 도 41의 제어국(2)은 기지국(1)으로부터의 송신신호의 피드백신호를 전기신호로 변환하기 위한 광/전기변환
기(제2광/전기변환수단; 181)를 갖추고 있다. 광/전기변환기(181)는 피드백신호 검출기(163)로 입력된다.

도 41의 무선통신 시스템에 있어서, 기지국(1)에서의 스위치(177)와 제어국 (2)에서의 스위치(176)를 연속적으로 
절환함으로써, 송신기는 각 분기에 의해 교정된다. 부가적으로, 제어국(2)과 기지국(1) 모두는 교정되는 안테나소자에 
대응하는 분기를 식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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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도 41의 무선통신 시스템에 있어서, 각 전송분기의 위상/진폭 변동량은 서로 다르지만, 배타적 피드백 경로의 
위상/진폭 변동량은 항상 공통이기 때문에, 교정계수 연산회로(164)에 의해 획득된 각 분기의 교정계수는 분기끼리의 
상대값으로서 획득된다. 일반적으로, 적응형 안테나가 설치된 시스템에 있어서, 상대위상과 진폭이 일정하면, 안테나 
패턴이 하나로 결정되기 때문에 절대위상도 진폭변동량도 알려지지 않을 때조차도 교정은 정확하게 행해질 수 있다.

게다가, 도 41의 무선통신 시스템에서의 수신기의 교정에 대해서는, 송신기 교정을 확립한 후에 기지국(1)에서의 수신
기를 매개로 제어국(2)으로 송신신호를 피드백하고, 제어국(2)에서의 송신기 교정값을 포함하는 가중계수는 갖는 가중
된 신호와 송신신호를 비교함으로써, 수신기의 교정계수는 획득될 수 있다.

상술한 바와 같이, 제20실시예에 있어서, 상대위상차와 상대진폭 변동량이 파일럿신호를 이용하지 않고 검출될 수 있기 
때문에, 파일럿신호를 삽입하고 기지국(1)에서의 다중화을 행하는 처리는 불필요하고, 제어국(2)에서의 파일럿신호를 
분리하고 추출하는 처리도 불필요하다. 그러므로, 시스템 구성을 간단하게 될 수 있다.

제21실시예

상술한 제18실시예~제20실시예에 있어서, 가중계수 연산회로(165)가 전송된 신호에 대해 교정계수를 포함하는 가중
계수를 발생시키고, 송신신호의 가중을 행하지만, 전송가중에 의해 송신신호의 가중과 교정계수에 의해 송신기 왜곡을 
보상하기 위한 가중을 따로 실행하는 일례가 나타나 있다.

도 42는 본 발명에 따른 무선통신 시스템의 제21실시예의 블록도이다. 도 42에 있어서, 도 40과 공통인 구성부는 동일 
참조부호로 나타내고, 이하 다른 구성요소에 대해 주로 설명한다.

도 42의 기지국(1)은 도 40과 마찬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게다가, 도 42의 제어국(2)에서의 교정계수 연산회로(164)
는 도 40의 처리와 마찬가지로 처리를 행하지만, 처리결과는 가중계수 연산회로(165)가 아니라 송신기에 새로 배치된 
승산기(제3가중수단; 182a~182c)에 제공된다.

게다가, 가중계수 연산회로(165)는 교정계수 연산회로(164)에 의해 연산된 교정계수를 고려하지 않고 송신 및 수신가
중을 연산한다. 승산기(43a~43c)는 전송가중에 기초하여 송신신호의 가중을 실행한다. 게다가, 새로 부가된 승산기 
(182a~182c)는 교정계수에 의해 가중을 더 실행한다.

부가적으로, 도 42와 마찬가지로 도 41의 상술한 무선통신 시스템에 대해, 전송가중에 의한 가중은 교정계수에 의한 
가중으로부터 개별적으로 실행될 수 있다.

도 43은 도 41을 변형함으로써 얻어지는 무선통신 시스템의 블록도이다. 도 43의 기지국은 도 41과 마찬가지로 구성
된다. 게다가, 도 43의 제어국(2)에서의 가중계수 연산회로(165)는 교정계수 연산회로(164)에 의해 연산된 교정계수
를 고려하지 않고 송신 및 수신가중을 연산한다. 승산기(43a~43c)는 전송가중에 기초하여 송신신호의 가중을 실행한
다. 게다가, 새로 부가된 승산기(182a~182c)는 교정계수에 기초하여 가중된 송신신호의 가중을 더 실행한다.

상술한 바와 같이, 제21실시예에 있어서, 전송가중에 의한 가중이 교정계수에 의한 교정으로부터 개별적으로 실행되기 
때문에, 어느 하나만 실행할 수 있다.

상술한 제18실시예 내지 제21실시예에 있어서, SCM(sub-carrier multipl exing)방법이 ROF의 전송방법으로서 이
용되지만, 파형 분할 다중화 전송방법, 분기를 분리하기 위해 복수의 광섬유를 할당하는 방법, 시분할 다중화 전송방법, 
코드분할 다중화 방법 등의 SCM 이외의 다른 전송방법으로 유사한 시스템은 구성될 수 있다. 즉, 본 교정방법은 광섬
유를 통해 전송하는 전송방법에 의존하지 않는다.

상술한 제18실시예 내지 제21실시예에 있어서, 비록 FDD에 의해 송신/수신신호를 전달하는 예를 나타냈을지라도, 동
일효과가 TDD(time division duplex)를 행하는 경우에조차도 동일구성에 의해 획득된다.

게다가, 상술한 제18실시예 내지 제21실시예에 있어서, 송신 광섬유케이블은 수신 광섬유케이블과 따로 배치될 수 있
지만, 송신/수신신호의 TDD나 FDD가 실행되기 때문에, 송신/수신은 하나의 광섬유로 실행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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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상술한 제18실시예 내지 제21실시예에 있어서, 광섬유가 기지국(1)을 제어국(2)에 접속하기 위한 와이어 통
신 매체로서 이용되는 일례를 나타냈지만, 동축케이블, 이더넷케이블(Ethernet cable) 등이 이용되는 시스템으로 조차
도 마찬가지 교정처리가 획득되어 마찬가지 효과가 얻어진다.

    발명의 효과

이상 설명한 바와 같이 본 발명에 의하면, 전송품질을 열화시키지 않고 기지국 및 제어국의 구성을 간단화 및 최소화할 
수 있는 무선통신시스템을 제공할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에 따르면, 구성을 복잡하게 하지 않고 제어국으로부터 기지국으로 송신되는 송신신호의 위상 및 진폭을 
용이하면서도 정확하게 조정할 수 있는 신뢰성 높은 무선통신시스템을 제공할 수 있게 된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무선통신단말과 무선통신을 행하기 위한 기지국과, 광전송선로를 통해 상기 기지국과 연결되는 제어국을 구비하여 구성
되고,

상기 기지국은, 복수의 안테나소자를 갖추고, 상기 무선통신단말의 위치에 따라 방향성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가변 빔패
턴 어레이 안테나와,

상기 복수의 안테나소자를 통해 상기 무선통신단말로부터 수신된 수신신호를 다른 대역으로 주파수변환하도록 구성된 
기지국측 주파수변환기,

서브캐리어 다중화신호를 발생시키기 위해 상기 기지국측 주파수변환기에 의해 주파수변환된 복수의 신호를 합성하는 
서브캐리어 다중화신호 발생수단 및,

상기 서브캐리어 다중화신호를 상기 광전송선로를 통해 상기 제어국으로 송신하는 기지국측 송신수단을 구비하고 있으
며,

상기 제어국은, 상기 광전송선로를 통해 상기 기지국으로부터 송신된 상기 서브캐리어 다중화신호를 상기 복수의 안테
나소자에 의해 수신된 신호로 분기하고, 분기된 신호의 각각에 대해 동일한 주파수대역의 신호를 얻기 위해 주파수변환
을 행하는 제어국측 주파수변환기와,

상기 복수의 안테나소자의 방사빔 패턴을 제어하기 위해 가중계수를 얻는 빔연산수단,

상기 가중계수에 기초하여 가중을 행하는 가중수단 및,

상기 제어국측 주파수변환기에 의해 주파수가 변환되고 가중이 행해진 상기 분기 신호를 합성함으로써 수신신호를 발
생시키는 수신신호 발생수단을 구비하고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무선통신시스템.

청구항 2.

복수의 안테나소자를 갖추고 무선통신단말의 위치에 따라 방향성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가변 빔패턴 어레이 안테나를 포
함하고 있는 기지국과, 광전송선로를 통해 상기 기지국과 연결되는 제어국을 구비하여 구성되고,

상기 제어국은, 상기 복수의 안테나소자에 대해 상기 가변 빔패턴 어레이 안테나로부터 상기 무선통신단말로 송신된 송
신신호와 상관된 신호를 분기하는 제어국측 분기수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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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중제어신호에 기초하여, 상기 가변 빔패턴 어레이 안테나로부터 상기 무선통신단말로 송신된 송신신호에 관련된 각 
안테나소자의 신호에 대해 가중을 행하는 가중수단,

각기 다른 대역으로 주파수를 변환하는 제어국측 주파수변환수단,

서브캐리어 다중화신호를 발생시키기 위해 상기 제어국측 주파수변환수단에 의해 다른 대역으로 주파수변환된 각각의 
신호를 합성하는 서브캐리어 다중화신호 발생수단 및,

상기 서브캐리어 다중화신호를 상기 광전송선로를 통해 상기 기지국으로 송신하는 송신수단을 구비하고 있으며,

상기 기지국은, 상기 복수의 안테나소자에 대해 상기 광전송선로를 통해 상기 제어국으로부터 송신된 상기 서브캐리어 
다중화신호를 분기하는 기지국측 분기수단과,

상기 기지국측 분기수단에 의해 분기된 각각의 신호를 동일한 주파수대역의 신호로 주파수변환하는 기지국측 주파수변
환수단을 구비하고 있고,

상기 복수의 안테나소자는, 상기 기지국측 주파수변환수단에 의해 주파수변환된 각각의 신호를 상기 무선통신단말로 송
신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무선통신시스템.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기지국은, 제1기준신호를 주파수변환 기준으로서 상기 기지국측 주파수변환수단에 공급하는 제
1국부발진기를 더 구비하고 있고,

상기 제어국은, 제2기준신호를 주파수변환 기준으로서 상기 제어국측 주파수변환수단에 공급하는 제2국부발진기를 더 
구비하고 있으며,

상기 제2국부발진기는, 상기 제어국측 주파수변환수단이 상기 복수의 안테나소자의 각각의 수신신호간에 상대 위상차
를 유지하는 신호를 출력하도록, 상기 제1기준신호와 소정의 위상관계를 갖는 상기 제2기준신호를 출력하는 것을 특징
으로 하는 무선통신시스템.

청구항 4.

제2항에 있어서, 상기 기지국은, 제1기준신호를 주파수변환 기준으로서 상기 기지국측 주파수변환수단에 공급하는 제
1국부발진기를 더 구비하고 있고,

상기 제어국은, 제2기준신호를 주파수변환 기준으로서 상기 제어국측 주파수변환수단에 공급하는 제2국부발진기를 더 
구비하고 있으며,

상기 제2국부발진기는, 상기 제어국측 주파수변환수단이 상기 복수의 안테나소자의 각각의 수신신호간에 상대 위상차
를 유지하는 신호를 출력하도록, 상기 제1기준신호와 소정의 위상관계를 갖는 상기 제2기준신호를 출력하는 것을 특징
으로 하는 무선통신시스템.

청구항 5.

제1항에 있어서, 상기 기지국은, 기준신호를 발생하는 기준신호 발생수단과,

기준신호를 상기 서브캐리어 다중화신호에 중첩시켜 상기 제어국으로 송신하기 위해 그 발생된 기준신호를 직접 송신
하는 기준신호 송신수단을 구비하고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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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기지국측 주파수변환수단 및 상기 제어국측 주파수변환수단은 상기 기준신호 발생수단에 의해 발생된 동일한 기
준신호에 기초하여 주파수변환을 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무선통신시스템.

청구항 6.

제2항에 있어서, 상기 제어국은, 기준신호를 발생하는 기준신호 발생수단과,

기준신호를 상기 서브캐리어 다중화신호에 중첩시켜 상기 기지국으로 송신하기 위해 그 발생된 기준신호를 직접 송신
하는 기준신호 송신수단을 구비하고 있고,

상기 기지국측 주파수변환수단 및 상기 제어국측 주파수변환수단은 상기 기준신호 발생수단에 의해 발생된 동일한 기
준신호에 기초하여 주파수변환을 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무선통신시스템.

청구항 7.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어국은, 상기 가변 빔패턴 어레이 안테나로부터 상기 무선통신단말로 송신된 송신신호와 상관
된 신호와, 상기 가중계수와 상관된 신호를 중첩시키는 가산수단과,

상기 가산수단에 의해 중첩된 신호를 상기 기지국으로 송신하는 제어국측 송신수단을 구비하고 있고,

상기 기지국은, 상기 제어국으로부터 송신된 신호를 상기 송신신호와 상관된 신호 및 상기 가중계수와 상관된 신호로 
분기하는 제1분기수단과,

상기 송신신호와 상관된 분기신호를 상기 안테나소자의 수와 같은 수로 분기하는 제2분기수단 및,

상기 가중계수와 상관된 가중제어신호에 기초하여 상기 송신신호와 상관관계를 갖고 상기 제2분기수단에 의해 분기된 
신호를 가중하는 기지국측 가중수단을 구비하고 있으며,

상기 안테나소자는, 상기 기지국측 가중수단에 의해 가중이 행해진 각각의 신호를 상기 무선통신단말로 송신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무선통신시스템.

청구항 8.

제7항에 있어서, 상기 기지국은, 상기 송신선로를 통해 상기 제어국으로부터 송신된 제1광신호를 전기신호로 변환하는 
제1광/전기변환수단과,

상기 제1광/전기변환수단에 의해 변환된 전기신호를 상기 무선통신단말에 대한 송신신호와 상기 가변 빔패턴 어레이 
안테나의 방사빔 패턴을 제어하기 위한 빔제어신호로 분리하는 분리수단,

상기 빔제어신호에 기초하여 상기 가변 빔패턴 어레이 안테나의 송/수신빔의 방향성을 제어하는 안테나 제어수단,

상기 무선통신단말에 대한 송신신호를 상기 가변 빔패턴 어레이 안테나를 통해 상기 무선통신단말로 송신하는 기지국
측 송신수단,

제2광신호를 발생시키기 위해 상기 서브캐리어 다중화신호 발생수단에 의해 주파수가 다중화된 신호를 광학적으로 변
조하고, 그 제2광신호를 상기 광전송선로를 통해 상기 제어국으로 송신하는 제1전기/광변환수단 및,

상기 분리수단에 의해 분리된 상기 무선통신단말에 대한 송신신호를 무선 주파수신호로 변환하고, 이 무선 주파수신호
를 상기 기지국측 송신수단에 공급하는 기지국측 송신주파수 변환수단을 구비하고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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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제어국은, 상기 기지국으로부터 송신된 상기 제2광신호를 전기신호로 변환하는 제2광/전기변환수단과,

상기 제2광/전기변환수단에 의해 변환된 전기신호를 다중화하기 전의 상기 복수의 주파수신호로 분할하는 디멀티플렉
스수단,

상기 디멀티플렉스수단에 의해 분할된 각각의 신호를 동일한 주파수의 신호로 변환하는 제어국측 송신주파수 변환수단,

상기 제어국측 주파수 변환수단에 의해 주파수변환된 신호를 위상 및 신호강도에 대해 가중하는 가중수단,

상기 가중수단에 의해 가중된 각각의 신호를 합성하는 합성수단,

상기 합성수단에 의해 합성된 신호에 기초하여 수신신호를 복조하는 복조수단,

상기 제어국측 주파수 변환수단에 의해 주파수변환된 신호의 최대 강도 및/또는 강도분포를 검출하고, 그 검출결과에 
기초하여 상기 빔제어신호를 발생시키는 레벨검출수단,

상기 무선통신단말에 대한 송신신호와 상기 빔제어신호를 다중화하는 제어국측 주파수 다중화수단 및,

상기 제1광신호를 발생시키기 위해 상기 제어국측 주파수 다중화수단에 의해 다중화된 신호를 광학적으로 변조하고, 상
기 제1광신호를 상기 광전송선로를 통해 상기 기지국으로 송신하는 제2전기/광변환수단을 구비하고 있는 것을 특징으
로 하는 무선통신시스템.

청구항 9.

제8항에 있어서, 상기 기지국은, 상기 빔제어신호에 기초하여 상기 복수의 안테나소자를 통해 상기 무선통신단말로부터 
수신된 각각의 수신신호와 상관된 신호로부터 소정의 신호를 선택하는 수신신호 선택수단을 구비하고 있고,

상기 주파수 다중화수단은 상기 수신신호 선택수단에 의해 선택된 신호만을 다중화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무선통신
시스템.

청구항 10.

제1항에 있어서, 상기 기지국은, 제1 내지 제n(n은 양의 정수)의 안테나소자로 구성된 가변 빔패턴 어레이 안테나를 
구비하고 있고,

상기 기지국 및 상기 제어국의 적어도 하나는, 상기 기지국과 상기 제어국간의 신호전파경로 및 상기 기지국과 상기 제
어국 측에서의 신호처리에 의해 발생되는 위상변동량을 보상하는 위상보상수단을 구비하고 있으며,

상기 위상보상수단은, 상기 가변 빔패턴 어레이 안테나의 수신신호 및 상기 가변 빔패턴 어레이 안테나로의 송신신호에 
대해, 상기 기지국에 배치된 상기 안테나소자와 상기 제어국에 배치된 상기 가중수단의 블록에서의 각각의 위상변화량
(φ1 ∼φn)에 하기와 같은 관계를 설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무선통신시스템.

φ1 +2m1 π = φ2 +2m2 π = φ3 +2m3 π= …= φn+2mnπ

(m1 , …, mn은 정수)

청구항 11.

제2항에 있어서, 상기 기지국은, 제1 내지 제n(n은 양의 정수)의 안테나소자로 구성된 가변 빔패턴 어레이 안테나를 
구비하고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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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기지국 및 상기 제어국의 적어도 하나는, 상기 기지국과 상기 제어국간의 신호전파경로 및 상기 기지국과 상기 제
어국 측에서의 신호처리에 의해 발생되는 위상변동량을 보상하는 위상보상수단을 구비하고 있으며,

상기 위상보상수단은, 상기 가변 빔패턴 어레이 안테나의 수신신호 및 상기 가변 빔패턴 어레이 안테나로의 송신신호에 
대해, 상기 기지국에 배치된 상기 안테나소자와 상기 제어국에 배치된 상기 가중수단의 블록에서의 각각의 위상변화량
(φ1 ∼φn)에 하기와 같은 관계를 설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무선통신시스템.

φ1 +2m1 π = φ2 +2m2 π = φ3 +2m3 π= …= φn+2mnπ

(m1 , …, mn은 정수)

청구항 12.

복수의 안테나소자로 급전하기 위한 전기신호에 의해 방사빔 패턴이 변화하는 가변 빔패턴 어레이 안테나를 갖춘 기지
국과,

상기 복수의 안테나소자에 인가되는 전기신호의 가중을 행하기 위한 신호연산회로를 갖춘 제어국을 구비하여 구성되고,

상기 기지국은 광전송선로를 통해 상기 제어국과 연결되며,

상기 복수의 안테나소자로 급전하기 위한 전기신호는 상기 제어국으로부터 상기 광전송선로를 통해 상기 기지국으로 
송신되고,

상기 광전송선로를 통해 송신되는 신호는, 상기 복수의 안테나소자로 급전하기 위한 전기신호를 서로 주파수가 다른 복
수의 국부발진신호에 의해 다른 주파수로 주파수변환하여 얻은 전기신호를 다중화함으로써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
는 무선통신시스템.

청구항 13.

복수의 안테나소자를 포함하는 어레이 안테나를 갖춘 기지국과,

상기 가변 빔패턴 어레이 안테나의 수신신호로부터 원하는 신호를 유도하기 위한 빔형성회로를 갖춘 제어국을 구비하
여 구성되고,

상기 기지국은 광전송선로를 통해 상기 제어국과 연결되며,

상기 복수의 안테나소자에 의해 수신된 전기신호는 상기 기지국으로부터 상기 광전송선로를 통해 상기 제어국으로 송
신되고,

상기 광전송선로를 통해 송신되는 신호는, 상기 복수의 안테나소자에 의해 수신된 전기신호를 서로 주파수가 다른 복수
의 국부발진신호에 의해 다른 주파수로 주파수변환하여 얻은 전기신호를 다중화함으로써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무선통신시스템.

청구항 14.

무선통신단말과 무선통신을 행하기 위한 기지국과, 광전송선로를 통해 상기 기지국과 연결되는 제어국을 구비하여 구성
되고,

상기 기지국은, 방향성이 서로 다른 복수의 안테나소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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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광전송선로를 통해 상기 제어국으로부터 송신된 제1광신호를 전기신호로 변환하는 제1광/전기변환수단,

상기 제1광/전기변환수단에 의해 변환된 전기신호를 상기 무선통신단말에 대한 송신신호와 상기 복수의 안테나소자를 
선택하기 위한 안테나 선택신호로 분리하는 분리수단,

상기 안테나소자를 제어하기 위해 상기 안테나 선택신호에 기초하여 상기 복수의 안테나소자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는 
안테나 제어수단,

상기 무선통신단말에 대한 송신신호를 상기 안테나소자를 통해 상기 무선통신단말로 송신하는 송신수단,

상기 안테나소자를 통해 상기 무선통신단말로부터 수신된 각각의 수신신호와 상관된 신호를 주파수 다중화하는 제1주
파수 다중화수단 및,

제2광신호를 발생시키기 위해 상기 주파수 다중화수단에 의해 주파수가 다중화된 신호를 광학적으로 변조하고, 그 제2
광신호를 상기 광전송선로를 통해 상기 제어국으로 송신하는 제1전기/광변환수단을 구비하고 있으며,

상기 제어국은, 상기 기지국으로부터 송신된 상기 제2광신호를 전기신호로 변환하는 제2광/전기변환수단과,

상기 제2광/전기변환수단에 의해 변환된 전기신호를 다중화하기 전의 상기 복수의 주파수신호로 분할하는 디멀티플렉
스수단,

상기 디멀티플렉스수단에 의해 분할된 각각의 주파수신호와 상관된 신호를 위상 및/또는 신호강도에 대해 가중하는 가
중수단,

상기 가중수단에 의해 가중이 행해진 각각의 신호를 합성하는 합성수단,

상기 합성수단에 의해 합성된 신호에 기초하여 수신신호를 복조하는 복조수단,

상기 디멀티플렉스수단에 의해 분할된 각각의 주파수신호와 상관된 신호의 최대 강도 및/또는 강도분포를 검출하고, 그 
검출결과에 기초하여 상기 안테나 선택신호를 발생시키는 레벨검출수단,

상기 무선통신단말에 대한 송신신호를 상기 안테나 선택신호와 다중화하는 제2주파수 다중화수단 및,

상기 제1광신호를 발생시키기 위해 상기 제2주파수 다중화수단에 의해 다중화된 신호를 광학적으로 변조하고, 상기 제
1광신호를 상기 광전송선로를 통해 상기 기지국으로 송신하는 제2전기/광변환수단을 구비하고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
는 무선통신시스템.

청구항 15.

무선통신단말과, 이 무선통신단말과 무선통신을 행하기 위한 기지국 및, 광전송선로를 통해 상기 기지국과 연결되는 제
어국을 구비하여 구성되고,

상기 기지국은, 복수의 안테나소자를 갖춘 어레이 안테나와,

상기 광전송선로를 통해 상기 제어국으로부터 송신되는 상기 안테나소자에 대응하는 각각의 송신신호를 상기 광전송선
로를 통해 상기 제어국으로 피드백하는 피드백수단을 구비하고 있고,

상기 제어국은, 상기 피드백수단으로부터 피드백된 상기 각각의 송신신호중에서 적어도 2개의 신호를 비교하여 위상차 
및/또는 진폭변동량을 검출하는 비교검출수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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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비교검출수단에 의해 검출된 위상차 및/또는 진폭변동량에 기초하여 상기 복수의 안테나소자에 대응하는 각각의 
송신신호에 대해 보상을 행하는 보상수단을 구비하고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무선통신시스템.

청구항 16.

제15항에 있어서, 상기 피드백수단은, 상기 복수의 안테나소자로의 각각의 송신신호에 알려진 위상 및/또는 진폭을 갖
는 파일럿신호를 삽입하는 파일럿신호 삽입수단과,

상기 파일럿신호 삽입수단의 각각의 출력신호를 다중화하여 상기 광전송선로를 통해 상기 제어국으로 송신하는 송신수
단을 더 구비하고 있고,

상기 비교검출수단은, 상기 파일럿신호에 기초하여 상기 기지국으로부터 상기 제어국으로의 수신시스템 경로의 위상차 
및/또는 진폭변동량을 검출하는 제1검출수단과,

상기 제1검출수단의 검출결과에 기초하여 상기 제어국으로부터 상기 기지국으로의 송신계 경로의 위상차 및/또는 진폭
변동량을 검출하는 제2검출수단을 구비하고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무선통신시스템.

청구항 17.

제15항에 있어서, 상기 피드백수단은, 상기 복수의 안테나소자로의 각각의 송신신호를 상기 대응하는 안테나소자에서
의 수신신호와 합성하는 합성수단과,

상기 합성수단에 의해 합성된 각각의 신호에 알려진 위상 및/또는 진폭을 갖는 파일럿신호를 삽입하는 삽입수단,

상기 파일럿신호 삽입수단의 각각의 출력신호를 다른 주파수신호로 변환하는 복수의 제1주파수 변환수단,

상기 복수의 제1주파수 변환수단의 각각의 출력신호를 다중화하는 주파수 다중화수단 및,

상기 주파수 다중화수단에 의해 다중화된 신호를 변조하고, 그 신호를 상기 광전송선로를 통해 상기 제어국으로 송신하
는 전기/광변환수단을 구비하고 있고,

상기 제어국은, 상기 광전송선로를 통해 상기 전기/광변환수단으로부터 송신된 광신호를 전기신호로 변환하는 광/전기
변환수단과,

상기 광/전기변환수단에 의해 변환된 전기신호를 복수의 다른 주파수신호로 분할하는 디멀티플렉스수단 및,

상기 디멀티플렉스수단에 의해 분할된 각각의 신호를 동일한 주파수의 신호로 변환하는 복수의 제2주파수 변환수단을 
구비하고 있고,

상기 비교검출수단은, 상기 파일럿신호와, 상기 복수의 제2주파수 변환수단의 각각의 출력신호로부터 상기 복수의 안테
나소자로의 송신신호의 피드백신호를 추출하는 추출수단과,

상기 파일럿신호에 기초하여 상기 기지국으로부터 상기 제어국으로의 수신계 경로의 위상차 및/또는 진폭변동량을 검
출하는 제1검출수단 및,

상기 제1검출수단의 검출결과에 기초하여 상기 제어국으로부터 상기 기지국으로의 송신계 경로의 위상차 및/또는 진폭
변동량을 검출하는 제2검출수단을 구비하고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무선통신시스템.

청구항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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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통신단말과 무선통신을 행하기 위한 기지국과, 광전송선로를 통해 상기 기지국과 연결되는 제어국을 구비하여 구성
되고,

상기 기지국은, 복수의 안테나소자를 갖춘 어레이 안테나와,

상기 광전송선로를 통해 상기 제어국으로부터 송신되는 상기 안테나소자에 대응하는 각각의 송신신호를 상기 광전송선
로를 통해 상기 제어국으로 피드백하는 피드백수단을 구비하고 있으며,

상기 제어국은, 상기 복수의 안테나소자에 대응하는 상기 각각의 송신신호중 적어도 하나의 신호를 상기 피드백수단으
로부터 피드백된 신호중 적어도 하나의 신호와 비교하여 양 신호의 절대 위상차 및/또는 절대 진폭변동량을 검출하는 
비교검출수단과,

상기 비교검출수단의 검출결과에 기초하여 상기 복수의 안테나소자에 대응하는 각각의 송신신호에 대해 보상을 행하는 
보상수단을 구비하고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무선통신시스템.

청구항 19.

제18항에 있어서, 상기 피드백수단은, 상기 복수의 안테나소자에 대응하는 각각의 송신신호를 상기 대응하는 안테나소
자에서의 수신신호와 합성하는 합성수단과,

상기 합성수단에 의해 합성된 각각의 신호를 다른 주파수신호로 변환하는 복수의 제1주파수 변환수단,

상기 복수의 제1주파수 변환수단의 각각의 출력신호를 다중화하는 주파수 다중화수단,

상기 주파수 다중화수단에 의해 다중화된 신호를 변조하고, 그 신호를 상기 광전송선로를 통해 상기 제어국으로 송신하
는 제1전기/광변환수단,

상기 복수의 안테나소자에 대응하는 각각의 송신신호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는 기지국측 스위치수단,

상기 기지국측 스위치수단에 의해 선택된 송신신호를 주파수변환하는 제2주파수 변환수단 및,

상기 제2주파수 변환수단의 출력신호를 광학적으로 변조하고, 그 신호를 상기 광전송선로를 통해 상기 제어국으로 송신
하는 제2전기/광변환수단을 구비하고 있고,

상기 제어국은, 상기 광전송선로를 통해 상기 제1전기/광변환수단으로부터 송신된 광신호를 전기신호로 변환하는 제1
광/전기변환수단과,

상기 제1광/전기변환수단에 의해 변환된 전기신호를 복수의 주파수신호로 분할하는 디멀티플렉스수단,

상기 디멀티플렉스수단에 의해 분할된 각각의 신호를 동일한 주파수의 신호로 변환하는 복수의 제3주파수 변환수단,

상기 광전송선로를 통해 상기 제2전기/광변환수단으로부터 송신된 광신호를 전기신호로 변환하는 제2광/전기변환수단 
및,

상기 복수의 안테나소자에 대응하는 각각의 송신신호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는 제어국측 스위치수단을 구비하고 있고,

상기 비교검출수단은, 상기 기지국측 스위치수단과 상기 제어국측 스위치수단을 연속적으로 스위치하고, 대응하는 송신
신호를 상기 안테나소자에 대한 상기 제2광/전기변환수단의 출력신호와 비교하여 송신신호의 절대 위상차 및/또는 절
대 진폭변동량을 검출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무선통신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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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20.

제18항에 있어서, 상기 어레이 안테나는 송/수신빔의 방향성을 변화시킬 수 있는 적응형 안테나이고,

상기 제어국은, 상기 적응형 안테나의 방향성을 변화시키기 위해 상기 각각의 안테나소자에 대하여 위상 및 진폭에 대
한 적응형 안테나 가중계수를 연산하는 적응형 안테나 가중계수 연산수단을 더 구비하고 있고,

상기 보상수단은, 상기 비교검출수단의 비교결과에 기초하여 상기 복수의 안테나소자에 대응하는 각각의 송신신호의 위
상차 및/또는 진폭변동량을 예측하기 위한 교정계수를 연산하는 교정계수 연산수단과,

상기 적응형 안테나 가중계수 및 상기 교정계수에 기초하여 송신가중계수 및 수신가중계수를 연산하는 가중계수 연산
수단,

상기 수신가중계수에 기초하여 상기 복수의 안테나소자에서의 수신신호의 가중을 행하는 제1가중수단 및,

상기 송신가중계수에 기초하여 상기 복수의 안테나소자로의 송신신호의 가중을 행하는 제2가중수단을 구비하고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무선통신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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