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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은 수신 장치에 관한 것으로서, 특히 OFDM 방식에 의해 변조된 전파 등의 디지털 신호를 적합하게 수신하는 수신

장치를 제공하는 것을 과제로 한다.

디지털 신호에 의해 변조된 전파를 수신하는 수신 장치로서, 복수의 지향성 안테나로 이루어지는 제 1 안테나 세트와, 상

기 제 1 안테나 세트의 1개의 지향성 안테나에서 수신한 신호, 또는 상기 제 1 안테나 세트 중 적어도 2개 이상의 지향성

안테나에서 수신한 신호의 합성 신호를 출력하는 제 1 전환·합성부를 갖는 제 1 수신부와, 복수의 지향성 안테나로 이루어

지는 제 2 안테나 세트와, 상기 제 2 안테나 세트의 1개의 지향성 안테나에서 수신한 신호, 또는 상기 제 2 안테나 세트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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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어도 2개 이상의 지향성 안테나에서 수신한 신호의 합성 신호를 출력하는 제 2 전환·합성부를 갖는 제 2 수신부와, 상기

제 1 수신부 및 상기 제 2 수신부에서의 수신 상태에 의거하여 상기 제 1 전환·합성부 및/또는 상기 제 2 전환·합성부의 수

신 신호의 전환·합성을 제어하는 전환·합성 제어부를 구비한다.

대표도

도 5

특허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디지털 신호에 의해 변조된 신호를 수신하는 수신 장치로서,

상기 신호가 입력되고, 1개의 입력 신호 또는 복수의 입력 신호의 합성 입력 신호를 출력하는 제 1 전환·합성부를 갖는 제

1 수신부와,

상기 신호가 입력되고, 1개의 입력 신호 또는 복수의 입력 신호의 합성 입력 신호를 출력하는 제 2 전환·합성부를 갖는 제

2 수신부와,

상기 제 1 수신부 및 상기 제 2 수신부에서의 수신 상태에 의거하여, 상기 제 1 전환·합성부 및/또는 상기 제 2 전환·합성부

의 출력 신호의 전환 및/또는 합성을 제어하는 전환·합성 제어부를 구비하고,

상기 전환·합성 제어부는 상기 제 1 수신부 및 상기 제 2 수신부의 수신 상태를 동시에 검출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수신

장치.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제 1 수신부는 복수의 지향성 안테나로 이루어지는 제 1 안테나 세트를 포함하고,

상기 제 2 수신부는 복수의 지향성 안테나로 이루어지는 제 2 안테나 세트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수신장치.

청구항 3.

제 1 항 또는 제 2 항에 있어서,

상기 제 1 전환·합성부 및 상기 제 2 전환·합성부로부터의 출력 신호에 다이버시티 처리를 수행하는 다이버시티 처리부를

갖고,

상기 전환·합성 제어부는 다이버시티 처리에 의한 수신 상태에 의거하여 상기 제 1 전환·합성부 및/또는 상기 제 2 전환·합

성부의 출력 신호의 전환 및/또는 합성을 제어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수신 장치.

청구항 4.

제 2 항에 있어서,

상기 제 1 안테나 세트는 제 1 전방(前方) 지향성 안테나 및 제 1 후방(後方) 지향성 안테나로 이루어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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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제 2 안테나 세트는 제 2 전방 지향성 안테나 및 제 2 후방 지향성 안테나로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수신 장

치.

청구항 5.

제 2 항에 있어서,

상기 제 1 안테나 세트는 제 1 전방 지향성 안테나, 제 1 측방(側方) 지향성 안테나, 및 제 1 후방 지향성 안테나로 이루어

지고,

상기 제 2 안테나 세트는 제 2 전방 지향성 안테나, 제 2 측방 지향성 안테나, 및 제 2 후방 지향성 안테나로 이루어지는 것

을 특징으로 하는 수신 장치.

청구항 6.

디지털 신호에 의해 변조된 신호를 수신하는 수신 장치로서,

상기 신호가 복수 입력되고, 복수의 입력 신호 중 적어도 1개의 입력 신호를 선택하는 선택부와,

상기 선택부에 의해 선택된 입력 신호의 수신 상태에 의거하여 상기 선택부를 제어하는 제어부를 구비하고,

상기 제어부는, 수신 상태가 악화된 경우, 상기 선택부에서 상기 입력 신호의 레벨이 소정의 기준 레벨 이하인 입력 신호를

선택하게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수신 장치.

청구항 7.

제 6 항에 있어서,

복수의 안테나로 이루어지는 안테나 그룹을 갖고,

상기 선택부는 상기 안테나 그룹의 적어도 1개의 안테나를 선택함으로써, 상기 적어도 1개의 입력 신호를 선택하고,

상기 제어부는 수신 상태가 악화된 경우, 상기 선택부에서 상기 입력 신호의 레벨이 소정의 기준 레벨 이하인 안테나를 선

택하게 함으로써 상기 입력 신호를 선택하게 하는 것을 특징으로 수신 장치.

청구항 8.

제 7 항에 있어서,

상기 제어부는, 상기 선택부에 의해 선택된 안테나로부터 입력된 상기 입력 신호를 수신 상태 악화라고 판정했을 때, 상기

선택된 안테나로부터 입력된 상기 입력 신호의 레벨을 취득하고, 상기 취득한 레벨이 소정의 기준 레벨보다 클 경우에, 상

기 선택부에서 상기 레벨이 소정의 기준 레벨 이하인 안테나를 선택하게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수신 장치.

청구항 9.

제 7 항 또는 제 8 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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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안테나 그룹은 무지향성 안테나와 복수의 지향성 안테나로 이루어지고,

상기 제어부는, 상기 무지향성 안테나 선택 시에 수신 악화라고 판정했을 때, 상기 무지향성 안테나로부터 입력된 상기 입

력 신호의 레벨을 취득하고, 상기 취득한 레벨이 소정의 기준 레벨보다도 클 경우에, 상기 선택부에서 상기 레벨이 소정의

기준 레벨 이하인 지향성 안테나를 선택하게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수신 장치.

청구항 10.

제 7 항 또는 제 8 항에 있어서,

상기 안테나 그룹은 복수의 지향성 안테나로 구성되는 동시에, 상기 복수의 지향성 안테나의 합성에 의해 무지향성 안테나

를 구성하고,

상기 제어부는 상기 무지향성 안테나 선택시에 수신 악화라고 판정했을 때, 상기 무지향성 안테나로부터 입력된 상기 입력

신호의 레벨을 취득하고, 상기 취득한 레벨이 소정의 기준 레벨보다도 클 경우에, 상기 선택부에서 상기 레벨이 소정의 기

준 레벨 이하인 지향성 안테나를 선택하게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수신 장치.

청구항 11.

제 7 항 또는 제 8 항에 있어서,

상기 제어부는, 상기 선택부에 의해 선택된 안테나로부터 입력된 상기 입력 신호를 수신 악화라고 판정했을 때, 상기 선택

된 안테나로부터 입력된 상기 입력 신호의 레벨을 취득하고, 상기 취득한 레벨이 소정의 기준 레벨보다도 클 경우에, 상기

선택부에서 상기 선택된 안테나와는 반대 방향의 지향성 안테나를 선택하게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수신 장치.

청구항 12.

디지털 신호에 의해 변조된 신호를 수신하기 위한 수신 장치로서,

상기 신호가 복수 입력되고, 복수의 입력 신호 중 적어도 1개의 입력 신호를 선택하는 선택부와,

상기 입력 신호의 선택 전환 타이밍을 조정하는 조정부를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수신 장치.

청구항 13.

제 12 항에 있어서,

복수의 지향성 안테나로 이루어지는 안테나 그룹을 갖고,

상기 선택부는 상기 안테나 그룹의 적어도 1개의 안테나를 선택함으로써, 상기 적어도 1개의 입력 신호를 선택하고,

상기 조정부는 상기 안테나의 선택 전환 타이밍을 조정함으로써, 상기 입력 신호의 선택 전환 타이밍을 조정하는 것을 특

징으로 하는 수신 장치.

청구항 14.

제 12 항 또는 제 13 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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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조정부는 비(非)선택에서 선택으로 전환하는 접속 타이밍과 선택에서 비선택으로 전환하는 절단(切斷) 타이밍을 시

프트시키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수신 장치.

청구항 15.

제 12 항 또는 제 13 항에 있어서,

상기 조정부는, 상기 입력 신호에 포함되는 방송 파라미터에 의거하여, 상기 접속 타이밍과 상기 절단 타이밍을 시프트시

키는 양을 조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수신 장치.

청구항 16.

디지털 신호에 의해 변조된 신호를 수신하는 수신 장치로서,

상기 신호가 복수 입력되고, 복수의 입력 신호 중 적어도 1개의 입력 신호를 선택하는 선택부와,

상기 입력 신호의 선택 전환의 과도 상태에서의 입력 신호의 레벨을 제어하는 제어부를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수신

장치.

청구항 17.

제 16 항에 있어서,

복수의 지향성 안테나로 이루어지는 안테나 그룹을 갖고,

상기 선택부는 상기 안테나 그룹의 적어도 1개의 안테나를 선택함으로써, 상기 적어도 1개의 입력 신호를 선택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수신 장치.

청구항 18.

제 17 항에 있어서,

상기 제어부는, 비선택에서 선택으로 전환하는 안테나로부터의 입력 신호의 레벨과, 선택에서 비선택으로 전환하는 안테

나로부터의 입력 신호의 레벨을 완만하게 또는 스텝 형상으로 변화시키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수신 장치.

명세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수신 장치에 관한 것이며, 특히 직교 주파수 분할 다중(OFDM; 0rthogonal Frequency Division Multiplex) 방

식에 의해 변조된 전파 등의 디지털 신호를 수신하는 수신 장치에 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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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파 디지털 텔레비전 방송에는 OFDM 방식이 이용된다. OFDM 방식은 멀티캐리어 전송 방식의 일 형태이며, 예를 들

어 1㎑ 간격으로 배치되는 5300개의 서브캐리어에 각각 진폭 위상 변조(QAM; Quadrature Amplitude Modulation)한 신

호의 전송을 행한다.

멀티캐리어 방식은 일반적으로 주파수 선택성 페이딩(fading)에 대한 내성(耐性)이 우수한 방식으로서 알려져 있다. 주파

수 선택성 페이딩은 광대역 무선통신에서 회선 품질을 열화(劣化)시키는 것이 문제시된다. 지상파 디지털 텔레비전 방송에

서는 고화질 화상을 전송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500㎒∼800㎒ 정도의 주파수 대역에서 OFDM 방식을 채용한다.

OFDM 방식에서는 인접하는 서브캐리어끼리에서 변조파의 주파수 대역이 서로 겹치지만, 변조파 대역 신호의 상관(相關)

이 제로(zero)로 되는 직교성을 이용하여, 고속 푸리에 변환(FFT; Fast Fourier Transform)을 이용한 일괄 변복조를 행

한다. 또한, 송신 측에서 가드인터벌 신호를 부가함으로써, 멀티패스 지연파에 의한 심벌간 간섭(ISI; Inter-Symbol

Interference)을 제거한다.

도 1은 종래의 차량에 탑재된 OFDM 수신 장치의 일 구성 예를 나타낸 것이다. 또한, 도 2에는 도 1의 지향성 안테나 전환

순서의 일례를 나타내고 있다. 도 1에 있어서, OFDM 수신 장치(11)는 OFDM 방식에 의해 변조된 전파를 수신한다. 안테

나는 차량에 대하여 전방(前方)의 방향에서 이득이 높아지는 지향성을 갖는 전방 빔 안테나(12A), 그 반대인 후방(後方)의

방향에서 이득이 높아지는 지향성을 갖는 후방 빔 안테나(12B), 및 이들 지향성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는 전환 스위치(13)

로 구성된다.

복조부는 RF/IF부(14), OFDM 복조부(15), 레벨 검출부(16), 에러(error) 정정부(17), 및 AGC부(18)로 구성된다. 여기서

RF/IF부(14)는 수신한 RF 신호를 증폭하고, 그것을 중간 주파수로 변환하여 더 증폭한다. 중간 주파수의 신호를 복조하는

OFDM 복조부(15)는 레벨 검출부(16) 및 에러 정정부(17)를 포함하고, 유효 심벌(TS)을 복조하여 출력한다. 레벨 검출부

(16)는 수신 전력 정보를 출력하고, AGC부(18)를 통하여 RF/IF부(14)의 이득을 조정한다.

에러 정정부(17)는 복조된 신호에 포함되는 에러 정정 정보를 이용하여, 에러의 검출 및 가능한 범위에서 정정을 행한 에

러율의 정보(BER; Bit Error Rate)를 출력한다. 안테나 선택 회로(19)는 이들 수신 전력 정보 및 에러율 정보 등에 의거하

여 전환 스위치(13)를 제어하여 적당한 지향성 안테나(12A 또는 12B)를 선택한다.

도 2에는 도 1의 OFDM 수신 장치(11)의 안테나 선택 회로(19)에서의 지향성 안테나의 전환 순서 일례를 나타내고 있다.

스텝 S11에서는 수신 에러율이 소정의 기준값보다도 커지는 것을 감시한다. 여기서는 수신 에러율이 소정의 기준값보다도

커지는 것을 전환 스위치(13)에 대한 안테나 전환 제어의 개시 조건으로 하고 있다.

수신 에러율이 소정의 기준값보다도 작을 경우에는, 에러 정정이 가능하거나, 또는 에러의 영향이 적은 범위이기 때문에,

안테나의 지향성을 전환할 필요는 없다. 수신 에러율이 소정의 기준값보다도 커지면(S11의 Yes), 우선 전방 빔 안테나

(12A) 측으로 소정 기간(수100㎳) 전환하여, 그 평균 수신 레벨을 구한다(S12).

다음으로, 후방 빔 안테나(12B) 측으로 소정 기간(수100㎳) 전환하여, 그 평균 수신 레벨을 구한다(S13). 이어서, 이들 평

균 수신 레벨을 비교하여(S14), 수신 레벨이 보다 높은 측의 안테나를 선택하고 나서 일정 시간(수초 내지 수십초) 그 상태

를 유지한다(S15). 일정 시간 경과 후는 상기 동작을 반복한다(S11∼S15).

이와 같이, 종래에는 복수의 다른 지향성을 갖는 안테나를 소정 기간마다 차례로 전환하여 각각의 평균 수신 레벨을 검출

하고, 그들을 비교하여 적당한 지향성 안테나를 선택했다. 이것에 의해, 주행 중인 차량이 디지털 텔레비전 방송 신호를 수

신할 때의 멀티패스 페이딩이나 도플러 시프트에 의한 영향을 저감시켰다(특허문헌 1의 도 1 및 도 2 참조).

특히 도플러 시프트에 의하면, 고속으로 주행 중인 차량이 OFDM 방식에 의해 변조된 디지털 텔레비전 신호를 수신할 때

에, 멀티패스에 주파수 선택성이 있으면 캐리어간 간섭(ICI; Inter-Carrier Interference)에 의해 수신 특성이 열화된다.

그 때문에, 지향성이 다른 복수의 지향성 안테나를 차량에 탑재하여 안테나 지향성을 전환함으로써, 멀티패스 환경에서의

캐리어간 간섭의 영향을 저감시켰다(특허문헌 2 참조).

또한, 도 1의 구성과는 달리, OFDM 수신 장치에 2계통의 안테나 수단 및 OFDM 복조 수단을 구비하여 주파수 분할 다이

버시티(diversity) 방식에 의한 수신을 행하도록 할 경우에도, 도 2와 동일한 전환 순서에 의한 대응이 가능하다(특허문헌

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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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문헌 1] 일본국 특허출원2002-231611호

[특허문헌 2] 일본국 특허출원2001-279292호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그러나, 상술한 종래예와 같이, 복수의 지향성 안테나를 소정 기간마다 차례로 전환하여 각각의 평균 수신 레벨을 검출하

고, 그들을 비교하여 최선의 지향성을 갖는 안테나를 선택한다는 순서를 밟은 것에서는, 예를 들어 고층 빌딩이 늘어서 있

는 시가지를 고속 주행 중인 차량이 그 비교 결과에 의거하여 원하는 지향성 안테나로 전환했을 때에는 이미 전파의 수신

환경이 변화되어, 차량의 수신 상태가 개선되지 않거나 또는 오히려 열화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는 문제가 있었다.

특히 디지털 텔레비전 신호를 수신할 경우에는, 아날로그 텔레비전 신호와 같은 수신 열화에 그치지 않고, 동기 어긋남 등

에 의해 갑자기 수신 불능에 빠지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는 문제가 있었다. 또한, 도 2의 예(S15)에 의하면, 이러한 열악한

수신 상태를 일정 시간(수초∼수십초) 감수해야만 한다는 문제도 있었다.

또한, 상술한 종래예와 같이, 복수의 지향성 안테나를 소정 기간마다 차례로 전환하여 각각의 평균 수신 레벨을 검출하고,

그들을 비교하여 최선의 지향성을 갖는 안테나를 선택하는 수신 안테나의 전환 방법에서는, 과대한 수신 레벨을 갖는 지향

성 안테나 측을 선택하는 경우도 생긴다. 그 결과, 오히려 수신 열화나 수신 불능을 야기시킨다는 문제가 있었다.

도 3은 종래에서의 지향성 안테나 전환 설정의 일례를 나타내고 있다. 본 예에 있어서, 전파탑(201)으로부터 디지털 텔레

비전 방송 신호(OFDM 신호)의 방송 전파가 송출되고 있다. 또한, 차량(202)은 그 진행 방향을 향하는 전방 빔 안테나

(203)와 그 반대 방향을 향하는 후방 빔 안테나(204)를 구비하고 있다. 본 예에 있어서, 차량(202)은 전파탑(201)으로부터

송출되는 전파의 강전계 영역 내에 들어가 있고, 상술한 종래의 지향성 안테나의 전환 방법에 의해 전파의 도래(到來) 방향

을 향하는 전방 빔 안테나(203)를 선택한다.

이 경우에는, 전파의 강전계 영역과 그 전파의 도래 방향을 향하는 지향성 안테나(203)의 조합에 의해 전파의 수신 레벨은

과대해진다. 이 과대한 수신 레벨은 차량(202)에 탑재된 수신 튜너의 증폭기나 감쇠기 등의 허용 동작 범위를 초과하여 파

형 왜곡이나 고조파 노이즈 등을 발생시키고, 오히려 디지털 텔레비전 방송 신호의 수신 특성 열화를 야기시킨다는 문제가

있었다.

또한, 상술한 종래예와 같이, 복수의 지향성 안테나를 소정 기간마다 차례로 전환하여 각각의 평균 수신 레벨을 검출하고,

그들을 비교하여 단순히 최선의 지향성을 갖는 안테나로 전환하는 것만으로는, 안테나 전환 전후의 수신 레벨이 크게 변동

한다는 문제가 있었다.

도 4의 (a) 및 (b)에는 종래의 스위치(13)의 일 구성 예를 나타내고 있다. 도 4의 (a)에는 스위치(13)의 회로 구성 예를 나

타내고 있고, 또한 도 4의 (b)에는 그 동작 타이밍의 일례를 나타내고 있다. 도 4의 (a)에 있어서, 제어 회로(354)에 의해

선택된 스위치(351 또는 352)를 통하여 전방 빔 안테나(12A)(안테나 A) 및 후방 빔 안테나(12B)(안테나 B)로부터의 수신

신호 한쪽이 RF/IF부(14)에 입력된다. 도 4의 (b)에 나타낸 바와 같이, 스위치(351 및 352)는 제어부(354)에 의해 동시에

전환되며, 본 예에서는 안테나 A가 온(on)(접속)으로부터 오프(off)(절단)로, 그리고 안테나 B가 오프(절단)로부터 온(접

속)으로 동시에 전환된다.

이러한 종래 구성에서는 AGC 회로(18)가 스위치 전환 전후의 레벨 변동에 추종할 수 없고, 또한 후단(後段)의 RF/IF부

(14)의 필터 과도(過渡) 응답 특성에 의해 임펄스성 노이즈가 발생한다. 또한, 수신 레벨이 안정화될 때까지의 지연(遲延)

이 생기기 때문에, 수신 신호의 급격한 레벨 변화가 생겨 차단(次段)의 A/D 변환기 등의 샘플링의 허용 차분값을 초과하여

수신 상태가 악화되고, 그들이 비트 에러를 발생시킨다는 문제가 있었다.

상기 다양한 문제점을 감안하여, 본 발명의 제 1 목적은 복수의 지향성 안테나의 각 수신 상태를 일괄적으로 동일한 시기

에 검출 및 비교하여, 그 비교 결과에 의거하여 즉시 원하는 지향성 안테나로 전환하는 수신 장치를 제공함에 있다.

또한, 본 발명의 제 2 목적은 수신 상태의 열화를 검출했을 때에 그 시점에서의 수신 전력을 취득하여, 과도하게 큰 수신 전

력에 대해서는 보다 수신 레벨이 작은 지향성 안테나 측으로 전환하는 수신 장치를 제공함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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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본 발명의 제 3 목적은 수신 장치에 안테나 전환 전후의 수신 레벨 변동을 억제하는 수단을 설치하고, 수신 장치에 대

한 안테나 전환의 영향을 저감시킨 수신 장치를 제공함에 있다.

발명의 구성

상기 제 1 목적을 위해, 본 발명에 의하면, 디지털 신호에 의해 변조된 전파를 수신하는 수신 장치로서, 복수의 수신 신호가

입력되고, 1개의 수신 신호 또는 복수의 수신 신호 중 2개 이상의 합성 신호를 출력하는 제 1 전환·합성부를 갖는 제 1 수

신부와, 상기 복수의 수신 신호와 다른 복수의 수신 신호가 입력되고, 1개의 수신 신호 또는 복수의 수신 신호 중 2개 이상

의 합성 신호를 출력하는 제 2 전환·합성부를 갖는 제 2 수신부와, 상기 제 1 수신부 및 상기 제 2 수신부에서의 수신 상태

에 의거하여 상기 제 1 전환·합성부 및/또는 제 2 전환·합성부의 수신 신호의 전환·합성을 제어하는 전환·합성 제어부를 구

비하는 수신 장치가 제공된다.

본 발명에 의하면, 복수의 지향성 안테나의 수신 상태를 일괄적으로 동시에 검출 및 비교하기 때문에, 전파의 검출로부터

안테나 전환까지의 사이에 타임래그(time-lag)가 발생하지 않고, 검출 시점에서의 최적의 지향성 안테나가 항상 선택된

다. 그 결과, 안테나 전환 시에, 디지털 텔레비전 신호가 갑자기 수신 불능으로 되는 사태는 발생하지 않고, 고속 주행 중에

서도 양호한 수신 상태가 유지된다.

또한, 상기 제 2 목적을 위해, 본 발명에 의하면, 복수의 수신 신호 중 적어도 1개의 수신 신호를 선택하는 선택부와, 상기

선택부에 의해 선택된 수신 신호의 수신 상태에 의거하여 상기 선택부를 제어하는 제어부를 갖는 디지털 신호에 의해 변조

된 전파를 수신하는 수신 장치로서, 상기 제어부는, 수신 상태가 악화된 경우, 수신 신호의 수신 레벨이 소정의 기준값 이

하인 수신 신호를 선택하는 수신 장치가 제공된다.

본 발명에 의하면, 과대 수신 전력에 의한 수신 열화 시에서, 수신 성능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지향성 안테나를 전환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안테나 입력 단계에서 전파의 수신 전력을 적절히 제어함으로써, 강전계 영역 내에서 수신 튜너 등의 전

기 회로의 양호한 특성 범위만을 사용하여, 개선된 수신 성능을 제공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또한, 상기 제 3 목적을 위해, 본 발명에 의하면, 디지털 신호에 의해 변조된 전파를 수신하기 위한 수신 장치로서, 복수의

수신 신호가 입력되고, 적어도 1개의 수신 신호를 선택하는 선택부와, 상기 수신 신호의 선택 전환 타이밍을 조정하는 조

정부를 구비하는 수신 장치가 제공된다.

본 발명에 의하면, 안테나 전환 전후에서의 수신 레벨 변동이 억제되기 때문에, 안테나 전환에 의한 수신 상태의 악화가 방

지되어, 양호한 수신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이하에서는 우선 본 발명의 제 1 목적에 대응한 실시예에 대해서 설명한다.

도 5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의한 OFDM 수신 장치의 기본 구성을 나타낸 것이다.

도 5의 OFDM 수신 장치(20)는 서로 독립적으로 동작하는 2계통의 안테나 수단 및 OFDM 복조 수단과, 그들이 공용(共

用)하는 다이버시티 합성부와, 상기 안테나의 전환·합성을 제어하는 안테나 전환·합성 제어부로 구성된다. 이하에서는 주

로 계통 1에 대해서 설명하지만, 계통 2도 동일하다.

계통 1의 안테나 수단은 차량의 우측에 탑재된 전방 빔 안테나(FR)(21A) 및 후방 빔 안테나(RR)(21B)와, 안테나(21A 또

는 21B)의 수신 신호 중 어느 하나를 전환하여 출력하거나 또는 그 합성 신호를 출력하기 위한 전환·합성부(23-1)로 구성

된다. 이러한 안테나의 조합에 의해, 「무(無)지향성(전방 및 후방의 합성)」이나 「지향성(전방 또는 후방의 선택)」 등의

차량 상황에 적합한 안테나 특성이 실현된다.

튜너 1(24-1)은 전환·합성부(23-1)로부터의 무선 신호(RF 신호)를 증폭하여 중간 주파수 신호(IF 신호)로 변환한다. 여기

에는 수신 전력 정보를 출력하는 레벨 검출부나 RF/IF의 이득을 조정하는 AGC부를 포함시킬 수 있다. OFDM 복조부(25-

1)는 중간 주파수 신호로부터 서브캐리어마다의 유효 심벌(TS)을 복조하여 출력한다. 여기에는 튜너 1 측으로 바꾸어 수

신 전력 정보를 출력하는 레벨 검출부나 RP/IF의 이득을 조정하는 AGC부를 포함시킬 수 있다. 다이버시티 합성부(26)는

계통 1 및 2의 각 OFDM 복조부(25-1 및 25-2)로부터의 서브캐리어마다 주파수 분할 다이버시티를 실행하여 캐리어간

간섭(ICI)을 저감시킨다. 여기에는 복조된 신호에 포함되는 에러의 검출 및 가능한 범위에서 정정을 행한 에러율의 정보를

출력하는 에러 정정부를 포함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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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테나 전환·합성 제어부(27)는 튜너(24-1 및 24-2), OFDM 복조부(25-1, 25-2), 및/또는 다이버시티 합성부(26)로부터

얻어지는 수신 전력 정보, 에러율 정보 및/또는 도플러 시프트에 의한 주파수 시프트 정보 등을 기초로 수신 열화 상태를

판정하고, 전환·합성부(23-1 및 23-2)에 대하여 안테나의 전환·합성을 지시한다.

계통 2도 상기와 동일한 구성을 채용한다. 이것으로부터, 예를 들어 이하와 같은 지향성 안테나와 튜너의 조합이 가능해진

다.

(1) FL 및/또는 RL을 접속하는 튜너 1

(2) FR 및/또는 RR을 접속하는 튜너 2

(3) FR, FL의 전방 빔 안테나를 사용한 다이버시티·튜너

(4) RR, RL의 후방 빔 안테나를 사용한 다이버시티·튜너

(5) FR과 RR의 합성 및 FL과 RL의 합성에 의한 무지향성 안테나를 사용한 다이버시티·튜너

도 6에는, 도 5의 이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그 구체적인 구성의 일례를 나타내고 있다. 도 6에 있어서, 차량에 탑재된

OFDM 수신 장치(30)는 2계통의 전환·합성부, 튜너, 및 OFDM 복조부를 구비하고 있으며, 주파수 분할 다이버시티 방식을

이용한 수신을 행한다. 한쪽 계통 1에는 전방 빔 안테나(32A), 후방 빔 안테나(32B), 및 이들의 전환·합성 접속을 행하는

스위치(33)로 이루어지는 전환·합성부와, RF/IF부(34) 및 AGC부(38)로 이루어지는 튜너 1과, 레벨 검출기(36)를 포함하

는 OFDM 복조부(35)가 포함된다. 또한, 레벨 검출기(36)를 튜너 1 측에 포함시킬 수도 있다.

다른쪽 계통 2도 동일하게, 전방 빔 안테나(42A), 후방 빔 안테나(42B), 및 이들의 전환·합성 접속을 행하는 스위치(43)로

이루어지는 전환·합성부와, RF/IF부(44) 및 AGC부(48)로 이루어지는 튜너 2와, 레벨 검출기(46)를 포함하는 OFDM 복조

부(45)가 포함된다. 여기에도 레벨 검출기(46)를 튜너 2 측에 포함시킬 수 있다.

상기 각부(各部)의 동작은 OFDM 복조부(35 및 45)에 에러 정정부가 포함되지 않은 것, 또한 스위치(33 및 43)는 전환 접

속 이외에 합성 접속도 행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기본적으로 도 1의 종래예에서 설명한 것과 동일하다.

2개의 OFDM 복조부(35 및 45)로부터의 출력은 다이버시티 합성부(51)에서 복조된 서브캐리어마다 합성되고, 그 합성 출

력이 에러 정정부(52)에 입력된다. 에러 정정부(52)에서는 가능한 범위에서 에러 정정을 행하고 나서 에러율의 정보를 출

력한다.

안테나 전환·합성 회로(59)는 레벨 검출기(36 및 46)로부터의 수신 전력 정보, 에러 정정부(52)로부터의 에러율 정보, 및/

또는 OFDM 복조부(35 및 45)에서 검출한 도플러 시프트에 의한 주파수 시프트 정보 등을 기초로 수신 열화의 상태를 판

정하고, 스위치(33 및 43)에 대하여 안테나의 전환·합성을 지시한다.

도 7은 본 발명의 각 실시예에서의 기본적인 스위치 전환·합성 제어 처리를 나타낸 것이다. 이 처리는 OFDM 수신 장치의

동작 중에 실행된다. 여기서는 OFDM 수신 장치가 행하는 다른 처리에 대해서는 생략하고 있다.

도 7에 있어서, 스텝 S21에서는 수신 에러율이나 수신 전력 레벨 등이 소정의 기준값을 만족하지 않을 경우에 「수신 열

화」라고 판정된다(Yes). 그 이외는 현재의 수신 상태가 유지된다. 다음 스텝 S22는 본 발명의 특징적인 처리 동작을 행하

는 부분이다. 여기서는 현시점에서의 수신 상태 검출 및 그 판정을 복수의 다른 지향성 안테나(21A, 21B, 22A 및 22B)에

대하여 일괄하여 동일한 시기에 행하고, 그 판정 결과에 의거하여 즉시 최적의 스위치 구성을 각각의 전환·합성부(23-1 및

23-2)에 지시한다.

이와 같이, 본 실시예에서는 현시점에서의 수신 상태 검출과 판정 및 그 판정 결과에 의거한 최적의 스위치의 전환·합성을

동일한 시기에 1개의 스텝에서 실행한다. 그 결과, 차량이 고속 주행 중일지라도 항상 최적의 스위치의 전환이나 합성이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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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후의 스텝 S23에서는 번잡한 스위치 전환·합성의 발생 방지, 본 플로를 처리하는 CPU 부하의 경감, 더 나아가서는 차량

의 주행 속도 등을 고려하여, 일단 설정된 스위치의 상태가 일정 시간 유지된다. 그 시간 경과 후에는 상기 각 스텝이 반복

적으로 실행된다.

도 8은 본 발명의 제 1 실시예를 나타낸 것이다. 여기에는 도 7의 스텝 S22의 구체적인 제어 플로 예를 나타내고 있다. 이

후의 각 실시예 2 내지 12도 동일하다.

도 8에 있어서, 튜너 1 측(계통 1 측)에서는 전방 빔 안테나 FR(21A)과 후방 빔 안테나 RR(21B)을 합성하여, 무지향성 안

테나를 형성한다(S0101). 다른쪽 튜너 2 측(계통 2 측)에서는 전방 빔 안테나 FL(22A)로 전환한다(S0104).

이 상태에서 각 튜너 1 및 2(24-1 및 24-2)가 각각의 수신 상태(수신 전력 레벨 등)를 검출한다(S0102 및 0105). 전방 및

후방으로부터의 합성 신호를 수신하는 튜너 1 측에서는 다시 오프셋(offset) 조정을 행한다(S0103). 본 예에서는 수신한

합성 신호의 1/2 레벨을 튜너 1 측의 수신 레벨로 한다.

예를 들어 차량 전방으로부터의 디지털 텔레비전 신호(이하, 「전파」라고 함)의 수신 레벨을 「1」, 차량 후방으로부터의

수신 레벨을 「0」으로 하면, 튜너 1의 수신 레벨은 「1/2」(=(1+0)/2), 튜너 2의 수신 레벨은 「1」로 된다. 반대로 차

량 후방으로부터의 수신 레벨을 「1」, 차량 전방으로부터의 수신 레벨을 「0」으로 하면, 튜너 1의 수신 레벨은 「1/2」,

튜너 2의 수신 레벨은 「0」으로 된다.

튜너 1 및 튜너 2에서 검출된 각각의 수신 레벨은 즉시 비교되고, 튜너 1의 수신 레벨이 튜너 2의 수신 레벨보다도 작을 경

우(튜너 1=「1/2」＜튜너 2=「1」)는 차량 전방으로부터 전파를 수신하고 있다고 판정하여, 튜너 1 측의 전방 빔 안테나

FR(21A) 및 튜너 2 측의 전방 빔 안테나 FL(22A)로 전환한다(S0106 및 0107).

반대로 튜너 1의 수신 레벨이 튜너 2의 수신 레벨보다도 클 경우(튜너 1=「1/2」＞튜너 2=「0」)는 차량 후방으로부터

전파를 수신하고 있다고 판정하여, 튜너 1 측의 후방 빔 안테나 RR(21B) 및 튜너 2 측의 후방 빔 안테나 RL(22B)로 전환

한다(S0106 및 0107).

상술한 검출 시점에서의 일련의 동작에 의해 즉시 최적의 안테나 지향성이 확보된다. 도 6의 구체적인 예에 의하면, 레벨

검출기(36 및 46)가 수신 레벨의 검출을 행하고, 안테나 전환·합성 회로(59)가 그들의 비교 결과에 의거하여 스위치(33 및

43)에 전환·합성을 지시한다.

본 예는 정상(正常) 동작을 행하기 위해 적어도 한쪽 계통 1 또는 2가 항상 소정 이상의 수신 레벨을 검출하고 있을 필요가

있는 수신 회로의 구성에 효과적이다. 또한, 본 예의 다른 형태예로서, 검출 개시 시에 튜너 2 측의 안테나를 후방 빔 안테

나 RL(22B)로 전환하거나, 또는 튜너 2 측을 합성 안테나로 하여 튜너 1 측의 안테나를 전환하도록 할 수도 있다.

도 9는 본 발명의 제 2 실시예를 나타낸 것이다.

본 예에서는 우선 튜너 1 측(계통 1 측)을 전방 빔 안테나 FR(21A)로, 그리고 튜너 2 측(계통 2 측)을 후방 빔 안테나 RL

(22B)로 각각 전환한다(S0202 및 0203).

이 상태에서 각 튜너 1 및 2(24-1 및 24-2)가 각각의 수신 상태를 검출하여(S0202 및 0204), 각각의 수신 상태를 비교한

다(S0205). 그리고, 튜너 1의 수신 레벨이 튜너 2의 수신 레벨보다도 클 경우(튜너 1＞튜너 2)는 차량 전방으로부터 전파

를 수신하고 있다고 판정하여, 튜너 1 측의 전방 빔 안테나 FR(21A) 및 튜너 2 측의 전방 빔 안테나 FL(22A)로 전환한다

(S0206).

반대로 튜너 1의 수신 레벨이 튜너 2의 수신 레벨보다도 작을 경우(튜너 1＜튜너)는 차량 후방으로부터 전파를 수신하고

있다고 판정하여, 튜너 1 측의 후방 빔 안테나 RR(21B) 및 튜너 2 측의 후방 빔 안테나 RL(22B)로 전환한다(S0207).

본 예는 정상 동작을 행하기 위해 어느 한쪽 계통 1 또는 2만이 소정 이상의 수신 레벨을 확보할 수 있으면 되는 수신 회로

구성의 경우에 효과적이다. 또한, 본 예의 경우는 전방으로부터의 수신과 후방으로부터의 수신이 완전히 분리되어 있기 때

문에, 그들을 합성하는 경우와 비교하여 고속 주행 중에서도 도플러 시프트의 영향을 받기 어렵다는 이점(利點)이 있다. 본

예의 다른 형태예로서, 검출 개시 시에 튜너 1 측의 안테나를 후방 빔 안테나 RR(21B)로, 그리고 튜너 2 측을 전방 빔 안테

나 FL(22A)로 전환하도록 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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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0은 본 발명의 제 3 실시예를 나타낸 것이다.

본 예에서는 우선 튜너 1 측(계통 1 측)을 전방 빔 안테나 FR(21A)로, 마찬가지로 튜너 2 측(계통 2 측)도 전방 빔 안테나

FL(22A)로 각각 전환한다(S0301).

이 상태에서 각 튜너 1 및 2(24-1 및 24-2)가 각각의 수신 상태를 검출한다(S0302). 본 예에서는 차량 전방으로부터의 전

파가 소정의 기준값을 초과하고 있으면 그 수신 상태를 유지하고(S0303 및 0304), 반대로 기준값 이하일 경우는 튜너 1

측을 후방 빔 안테나 RR(21B) 및 튜너 2 측을 후방 빔 안테나 RL(22B)로 전환한다(S0305).

본 예에서는 계통 1 및 2의 양쪽 모두 동일한 방향의 지향성 안테나를 사용하여 수신 상태를 검출하기 때문에, 고속 주행

중에서도 주파수 분할 다이버시티를 사용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이것에 의해, 수신 감도(感度)를 향상시킬 수 있다. 본 예

의 다른 형태예로서는, 검출 개시 시의 안테나를 튜너 1 측 및 튜너 2 측 모두 후방 빔 안테나 RR(21B) 및 RL(22B)로 전환

하도록 할 수도 있다.

도 11은 본 발명의 제 4 실시예를 나타낸 것이다.

본 예는 도 8에서 나타낸 제 1 실시예의 변형예에 상당하지만, 수신 상태의 비교 대상 한쪽이 예를 들어 전파의 수신 개시

시 등에서의 수신 레벨인 점이 다르다. 수신 개시 시는 일반적으로 전파의 수신 가능성을 검지하기 위해 안테나를 무지향

성으로 설정하기 때문이다. 본 예는 그 이외에도 도플러 시프트가 생기지 않는 주행 개시 전 또는 저속 주행 중의 차량 등

에도 적용할 수 있다.

본 실시예에 의한 동작을 개시하는 전제로서, 우선 튜너 1 측(계통 1 측) 및 2 측(계통 2 측)의 양쪽 안테나를 합성하여 무

지향성으로 설정하고(S0401), 그 상태에서 수신한 전파의 수신 상태를 취득한다(S0402). 이 상태에서는 주파수 분할 다

이버시티를 이용할 수 있다.

다음으로, 예를 들어 고속 주행 등에 의해 수신 상태가 열화되면(S0403), 앞서 설명한 제 1 실시예와 동일한 제어를 개시

한다(SO4O4). 여기서는 튜너 1 및 튜너 2에서 검출된 전체적인 수신 레벨(S0405)이 본 제어 개시 전의 수신 상태

(S0402)와 비교된다(S0406). 그 결과, 양자(兩者)의 수신 레벨 차가 소정 기준값보다도 작을 때는 차량 전방으로부터 전

파를 수신하고 있다고 판정하여, 튜너 1 측의 전방 빔 안테나 FR(21A) 및 튜너 2 측의 전방 빔 안테나 FL(22A)로 전환한

다(S0407).

반대로 양자의 수신 레벨 차가 소정 기준값보다도 클 때에는 차량 후방으로부터 전파를 수신하고 있다고 판정하여, 튜너 1

측의 후방 빔 안테나 RR(21B) 및 튜너 2 측의 후방 빔 안테나 RL(22B)로 전환한다(S0408).

본 예도 실시예 1과 동일하게, 정상 동작을 위해, 적어도 한쪽 계통 1 또는 2가 항상 소정 이상의 수신 레벨을 검출하고 있

는 것을 필요로 하는 수신 회로 구성의 경우에 효과적이다. 또한, 주파수 분할 다이버시티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상술

한 수신 환경에서 수신 감도를 향상시킬 수 있다. 또한, 본 예의 다른 형태예로서는, 튜너 2 측의 안테나를 후방 빔 안테나

RL(22B)로 바꾸거나, 튜너 2 측을 합성 안테나로 하여 튜너 1 측의 안테나를 전환하도록 할 수도 있다.

도 12는 본 발명의 제 5 실시예를 나타낸 것이다.

본 예는 도 10에서 나타낸 제 3 실시예의 변형예에 상당하지만, 또한 도 11의 수신 환경도 전제로 하고 있다. 따라서, 본 예

의 스텝 S0501∼0503은 도 9의 S0401∼0403과 동일하므로 여기서는 더 설명하지 않는다.

본 예에서는 수신 열화를 검출하면(S0503), 튜너 1 측(계통 1 측)을 전방 빔 안테나 FR(21A)로, 마찬가지로 튜너 2 측(계

통 2 측)도 전방 빔 안테나 FL(22A)로 각각 전환한다(S0504).

이 상태에서 각 튜너 1 및 2(24-1 및 24-2)가 각각의 수신 상태를 검출한다(S0505). 여기서는 튜너 1 및 튜너 2에서 검출

된 전체적인 수신 레벨(S0505)과 본 제어 개시 전의 수신 상태(S0502)를 비교한다(S0506). 그 결과, 양자의 수신 레벨 차

가 소정 기준값보다도 작을 때에는 차량 전방으로부터 전파를 수신하고 있다고 판정하여, 즉시 튜너 1 측의 전방 빔 안테

나 FR(21A) 및 튜너 2 측의 전방 빔 안테나 FL(22A)로 전환한다(S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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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로 양자의 수신 레벨 차가 소정 기준값보다도 클 때에는 차량 후방으로부터 전파를 수신하고 있다고 판정하여, 즉시

튜너 1 측의 후방 빔 안테나 RR(21B) 및 튜너 2 측의 후방 빔 안테나 RL(22B)로 전환한다(S0508).

본 예에서는 검출 개시 후의 계통 1 및 2의 양쪽 모두 동일한 방향의 지향성 안테나를 사용하여 수신 상태를 검출하기 때문

에, 검출 개시의 전후를 막론하고 주파수 분할 다이버시티를 사용할 수 있다(S0502 및 0505). 본 예의 다른 형태예로서는,

열화 검출 후의 안테나를 튜너 1 측 및 튜너 2 측 모두 후방 빔 안테나 RR(21B) 및 RL(22B)로 전환하도록 할 수도 있다.

도 13은 본 발명에 의한 OFDM 수신 장치의 다른 기본 구성을 나타낸 것이다. 본 예의 OFDM 수신 장치(40)는 사선(斜線)

으로 나타낸 우측 방향 빔 안테나 SR(21C) 및 좌측 방향 빔 안테나 SL(22C)을 추가하고 있는 것 이외는 도 5와 동일한 구

성을 갖고 있으며, 각 계통 1 및 2에서는 그들을 포함시킨 합성·전환 제어가 실행된다.

도 14는 본 발명의 제 6 실시예를 나타낸 것이다.

본 예는 도 8에서 나타낸 제 1 실시예의 변형예에 상당하며, 그것에 우측 방향 빔 안테나 SR(21C)과 좌측 방향 빔 안테나

SL(22C)의 선택 스텝을 추가하고 있다.

본 예에서는 수신 열화를 검출하면, 튜너 1 측(계통 1 측)에서 전방 빔 안테나 FR(21A), 우측 방향 빔 안테나 SR(21C), 및

후방 빔 안테나 RR(21B)의 3개 안테나를 모두 합성하여 무지향성 안테나를 형성한다(S0601). 다른쪽 튜너 2 측(계통 2

측)은 전방 빔 안테나 FL(22A)로 전환한다(S0604).

이 상태에서 각 튜너 1 및 2(24-1 및 24-2)가 각각의 수신 상태(수신 전력 레벨 등)를 검출하고(S0602 및 0605), 3개의

합성 신호를 수신하는 튜너 1 측에서는 다시 오프셋 조정을 행한다(S0603). 여기서는 수신한 합성 신호의 1/3 레벨을 튜

너 1 측의 수신 레벨로 하고 있다. 예를 들어 차량 전방으로부터의 전파 수신 레벨을 「0」, 차량 측방(側方)으로부터의 전

파 수신 레벨을 「1」, 그리고 차량 후방으로부터의 전파 수신 레벨을 「O」으로 하면, 튜너 1의 수신 레벨은 「1/3」(=

(0+1+0)/3)로 되고, 튜너 2의 수신 레벨은 「0」으로 된다.

본 예에서는 튜너 1 및 튜너 2에서 검출된 각각의 수신 신호 레벨은 그대로 비교되고, 튜너 1의 수신 레벨이 튜너 2의 수신

레벨보다도 클 경우(튜너 1=「1/3」＞튜너 2=「0」)는, 차량 후방 또는 측방으로부터 전파를 수신하고 있다고 판정하여

다음 스텝(S0608 및 0611)으로 이행(移行)한다.

한편, 튜너 1의 수신 레벨이 튜너 2의 수신 레벨보다도 작을 경우(튜너 1＜튜너 2)는, 차량 전방으로부터 전파를 수신하고

있다고 판정하여 실시예 1과 동일하게 튜너 1 측의 전방 빔 안테나 FR(21A) 및 튜너 2 측의 전방 빔 안테나 FL(22A)로 전

환한다(S0606 및 0607). 스텝 S0608 및 0611에서는 튜너 1 측의 설정을 바꾸지 않고 튜너 2 측만을 후방 빔 안테나 RL

(22B)로 전환하여 그 수신 상태를 검출한다(S0612). 또한, 스텝 S0608∼0610에 대해서는, 앞의 스텝 S0601∼0603의 검

출값을 그대로 사용하거나 또는 새롭게 수신 상태를 검출하도록 할 수도 있다.

차단의 수신 상태 비교에 의해(S0613), 튜너 1의 수신 레벨이 튜너 2의 수신 레벨보다도 클 경우(튜너 1=「1/3」＞튜너

2=「0」)는 차량 후방으로부터의 전파 수신 가능성이 배제되고, 남은 측방으로부터의 전파 수신이라고 판정하여 튜너 1

측의 측방 빔 안테나 SR(21C) 및 튜너 2 측의 측방 빔 안테나 SL(22C)로 전환한다(S0614). 또한, 양측 방향으로부터의 전

파 수신에 대해서는, 도플러 시프트에 의한 상호 간섭을 고려할 필요는 없다.

한편, 튜너 1의 수신 레벨이 튜너 2의 수신 레벨보다도 작을 경우(튜너 1＜튜너 2)는, 차량 후방으로부터 전파를 수신하고

있다고 판정하여 실시예 1과 동일하게 즉시 튜너 2 측의 후방 빔 안테나 RR(21B) 및 튜너 2 측의 후방 빔 안테나 RL(22B)

로 전환한다(S0615).

본 예는 제 1 실시예보다도 측방 빔 안테나 SR(21C) 및 SL(22C)을 추가한 분만큼 무지향성 안테나 설정 시에서의 수신 감

도를 더 향상시킬 수 있다. 또한, 본 예의 다른 형태예로서, 튜너 2 측을 무지향성 안테나로 설정할 수도 있고, 또는 전방 빔

안테나와 후방 빔 안테나의 전환 순서를 반대로 할 수도 있다.

도 15는 본 발명의 제 7 실시예를 나타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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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예는 도 14에서 나타낸 제 6 실시예의 변형예에 상당한다. 수신 열화를 검출하면, 튜너 1 측(계통 1 측)은 도 14와 동일

한 안테나 설정이 실행되고(SO701), 다른쪽 튜너 2 측(계통 2 측)은 전방 빔 안테나 FL(22A) 및 후방 빔 안테나 RL(22A)

의 합성으로 설정된다(S0703). 이것에 의해, 튜너 2 측은 차량의 전후 방향으로부터의 전파를 수신한다.

이 상태에서 각 튜너 1 및 2(24-1 및 24-2)가 각각의 수신 상태(수신 전력 레벨 등)를 검출하여(S0702 및 0704), 서로의

수신 상태를 비교한다(S0705). 여기서 튜너 1의 수신 레벨이 튜너 2의 수신 레벨보다도 상당히 클 경우(튜너 1≫튜너 2)

는, 차량 측방으로부터 전파를 수신하고 있다고 판정하여 튜너 1 측의 측방 빔 안테나 SR(21C) 및 튜너 2 측의 측방 빔 안

테나 SL(22C)로 전환한다(S0706).

한편, 튜너 1의 수신 레벨이 튜너 2의 수신 레벨과 거의 동등할 경우(튜너 1=튜너 2)는, 도 8의 실시예 1 또는 도 14의 실

시예 6과 동일한 수법에 의해 차량 전후의 어느쪽 방향으로부터 전파를 수신하고 있는 것인지 판정하여(S0705∼0712),

그 결과에 따라 해당하는 안테나의 전환을 행한다(S0713 또는 0714).

본 예는 측방의 안테나 수신 설정을 선행(先行)시키는 것 이외는 제 14 실시예와 동일하며, 본 예의 다른 형태예로서는, 튜

너 2 측의 후방 빔 안테나 RL(22B)로 전환하는 대신에(S0710) 전방 빔 안테나 FL(22A)로 전환하도록 할 수도 있다.

도 16은 본 발명의 제 8 실시예를 나타낸 것이다.

본 예는 도 9에서 나타낸 제 2 실시예의 변형예에 상당하며, 그것에 우측 방향 빔 안테나 SR(21C)과 좌측 방향 빔 안테나

SL(22C)의 선택 스텝을 추가하고 있다.

본 예에서는 수신 열화를 검출하면, 우선 튜너 1 측(계통 1 측)을 전방 빔 안테나 FR(21A)로, 그리고 튜너 2 측(계통 2 측)

을 후방 빔 안테나 RL(22B)로 각각 전환한다(S0801 및 0803).

이 상태에서 각 튜너 1 및 2(24-1 및 24-2)가 수신 상태를 검출하여(S0802 및 0804), 각각의 수신 상태를 비교한다

(S0805). 여기서는 튜너 1의 수신 레벨과 튜너 2의 수신 레벨 차가 일정 값보다도 작을 경우, 즉 측방으로부터의 전파 수

신에 의해 전후 방향으로부터의 전파가 함께 작을 경우(거의 동등할 경우)에, 차량 측방으로부터 전파를 수신하고 있다고

판정하여 튜너 1 측의 측방 빔 안테나 SR(21C) 및 튜너 2 측의 측방 빔 안테나 SL(22C)로 전환한다(S0806).

한편, 튜너 1의 수신 레벨과 튜너 2의 수신 레벨 차가 클 경우는, 차량 전후 방향의 어느 한쪽 방향으로부터 전파를 수신하

고 있다고 판정하여, 도 9의 제 2 실시예와 동일한 수법에 의해(S0807), 해당하는 전방 또는 후방의 안테나로 전환한다

(S0808 또는 0809).

본 예는 제 2 실시예보다도 측방 빔 안테나 SR(21C) 및 SL(22C)을 추가한 분만큼 무지향성 안테나 설정 시에서의 수신 감

도를 더 향상시킬 수 있다. 또한, 본 예의 다른 형태예로서, 검출 개시 시에 튜너 1 측의 안테나를 후방 빔 안테나 RR(21B)

로, 또한 튜너 2 측을 전방 빔 안테나 FL(22A)로 전환하도록 할 수도 있다(S0801 및 0803).

도 17은 본 발명의 제 9 실시예를 나타낸 것이다.

본 예는 도 10에서 나타낸 제 3 실시예의 변형예에 상당한다. 여기서는 수신 열화를 검출하면, 튜너 1 측(계통 1 측)은 전

방 빔 안테나 FR(21A)과 측방 빔 안테나 SR(21C)의 합성으로(S0901), 그리고 튜너 2 측(계통 2 측)도 전방 빔 안테나 FL

(22A)과 측방 빔 안테나 SL(22C)의 합성으로(S0903) 각각 설정한다. 이 상태에서는 주파수 분할 다이버시티를 이용할 수

있다. 이후의 제 10 내지 12의 각 실시예에서도 동일하다.

이 상태에서 각 튜너 1 및 2(24-1 및 24-2)가 각각의 수신 상태를 검출하여(S0902 및 0904), 각각의 수신 상태를 비교한

다(S0905). 여기서는 튜너 1의 수신 레벨과 튜너 2의 수신 레벨 차가 일정 값보다도 클 경우, 즉 좌우 방향의 어느 한쪽으

로부터의 전파를 수신하고 있을 경우(이 경우는 전후 방향으로부터의 전파가 함께 작고, 또한 서로 거의 동등함)에, 차량

측방으로부터 전파를 수신하고 있다고 판정하여 튜너 1 측의 측방 빔 안테나 SR(21C) 및 튜너 2 측의 측방 빔 안테나 SL

(22C)로 전환한다(S0906).

한편, 튜너 1의 수신 레벨과 튜너 2의 수신 레벨 차가 작을 경우는, 차량 전후 방향의 어느 한쪽 방향으로부터 전파를 수신

하고 있다고 판정하여, 도 10의 제 3 실시예와 동일한 수법에 의해(S0907), 해당하는 전방 또는 후방의 안테나 설정을 행

한다(S0908 또는 0909).

등록특허 10-0753073

- 13 -



본 예는 제 3 실시예보다도 측방 빔 안테나 SR(21C) 및 SL(22C)을 추가한 분만큼 무지향성 안테나 설정 시에서의 수신 감

도를 향상시킬 수 있다. 또한, 주파수 분할 다이버시티의 이용도 가능하다. 본 예의 다른 형태예로서는, 검출 개시 시에 튜

너 1 및 2 측을 후방 빔 안테나 RR(21B)과 측방 빔 안테나 SR(21C)의 합성, 및 후방 빔 안테나 RL(22B)과 측방 빔 안테나

SL(22C)의 합성으로 설정하도록 할 수도 있다(S0901 및 0903).

도 18은 본 발명의 제 10 실시예를 나타낸 것이다.

본 예는 제 9 실시예의 변형예에 상당한다. 여기서는 수신 열화를 검출하면, 우선 튜너 1 및 2 측(계통 1 측) 모두 전방 빔

안테나 FR(21A) 및 전방 빔 안테나 FL(22A)로 전환한다(S1001). 이 상태에서 취득한 각각의 수신 레벨이(S1002) 소정

의 기준 레벨 이상일 경우는, 전방으로부터 전파를 수신하고 있다고 판정하여 그 안테나 설정을 유지한다(S1003 및 1004)

.

반대로 소정의 기준 레벨 이하일 경우에는, 후방 또는 측방의 전파 수신을 식별하기 위해, 다음으로 튜너 1 및 2 측(계통 1

측) 모두 후방 빔 안테나 RR(21B) 및 후방 빔 안테나 RL(22B)로 전환한다(S1005). 그리고, 그 수신 상태가 소정의 기준

레벨을 초과할 경우에는, 후방으로부터 전파를 수신하고 있다고 판정하여 그 안테나 설정을 유지한다(S1007 및 1008).

반대로 소정의 기준 레벨 이하일 경우는, 후방이 아닌 측방으로부터 전파를 수신하고 있다고 판정하여 튜너 1 및 2 측 모두

측방 빔 안테나 SR(21C) 및 SL(22C)로 전환한다(S1007 및 1009).

본 예에서는 전후 방향의 빔 안테나의 선택 순서를 이용할 뿐이며, 그 결과로서 측방의 빔 안테나의 선택도 가능해지는 이

점이 있다. 따라서, 측방 빔 안테나를 선택하기 위한 특별한 처리는 발생하지 않는다. 또한, 여기서는 주파수 분할 다이버

시티를 이용할 수 있다. 본 예의 다른 형태예로서는, 스텝 S1001∼1004와 스텝 S1005∼1008의 처리 순서를 반대로 할

수도 있다.

도 19는 본 발명의 제 11 실시예를 나타낸 것이다.

본 예는 도 12에서 나타낸 제 5 실시예의 변형예에 상당한다. 여기서는 본 발명 처리를 개시하기 전의 수신 환경에서, 우선

튜너 1 및 2 측의 양쪽 3개의 안테나를 각각 합성하여 무지향성으로 설정하고(S1101), 그 상태에서 전파의 수신 상태를

취득하고 있다(S1102). 이 경우, 3개의 안테나를 사용한 주파수 분할 다이버시티를 이용하여 무지향성 설정 시의 수신 감

도를 한층 더 향상시킬 수 있다.

수신 열화를 검출하면(S1103), 다음으로 튜너 1 측(계통 1 측)을 전방 빔 안테나 FR(21A)로, 마찬가지로 튜너 2 측(계통

2 측)도 전방 빔 안테나 FL(22A)로 각각 전환한다(S0504). 이 상태에서 각 튜너 1 및 2(24-1 및 24-2)가 각각의 수신 상

태를 검출하여(S1105), 튜너 1 및 튜너 2에서 검출된 전체적인 수신 레벨(S1105)과 본 제어 개시 전의 수신 상태(S1102)

를 비교한다(S1106).

예를 들어 차량 전방으로부터의 전파 수신 레벨을 「1」, 차량 후방 및 측방으로부터의 수신 레벨을 「0」으로 하면, 검출

전의 튜너 1 및 2의 수신 레벨 합계는 「2」, 검출 후의 튜너 1 및 2의 수신 레벨 합계도 「2」로 된다. 또한, 차량 후방으

로부터의 수신 레벨을 「1」, 차량 전방 및 측방으로부터의 수신 레벨을 「0」으로 하면, 전자(前者)는 「2」 그리고 후자

는 「0」으로 된다. 또한, 차량 우측 방향으로부터의 수신 레벨을 「1」, 차량 전후 방향 및 차량 좌측 방향으로부터의 수

신 레벨을 「0」으로 하면, 전자는 「1」 그리고 후자는 「O」으로 된다.

그 결과, 양자의 수신 레벨 차가 클 경우(전자 「2」이고 후자 「0」)에, 차량 후방으로부터 전파를 수신하고 있다고 판정

하여 즉시 튜너 1 측의 후방 빔 안테나 RR(21B) 및 튜너 2 측의 후방 빔 안테나 RL(22B)로 전환한다(S1107). 또한, 그들

이 서로 거의 동등한 레벨(전자 「2」이고 후자 「2」)일 경우는, 차량 전방으로부터 전파를 수신하고 있다고 판정하여 현

재의 안테나 설정을 유지한다(S1109). 그 이외의 경우(전자 「1」이고 후자 「O」)는, 측방으로부터의 전파를 수신하고

있다고 판정하여 튜너 1 측의 측방 빔 안테나 SR(21C) 및 튜너 2 측의 측방 빔 안테나 SL(22C)로 전환한다(S1108).

본 예에서는 검출 개시 전후를 막론하고 주파수 분할 다이버시티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무지향성 안테나 설정 시 및 검

출 시의 수신 감도를 한층 더 향상시킬 수 있다. 본 예의 다른 형태예로서는, 검출 시의 안테나를 튜너 1 측 및 튜너 2 측의

양쪽을 후방 빔 안테나 RR(21B) 및 RL(22B)로 전환하도록 할 수도 있다.

도 20은 본 발명의 제 12 실시예를 나타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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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예는 제 11 실시예의 변형예에 상당한다. 본 발명 처리를 개시하기 전의 수신 환경에서의 안테나 설정 등은 도 19와 동

일하다(S1201∼1202). 본 예에서도 3개의 안테나를 사용한 주파수 분할 다이버시티를 이용하여 무지향성 설정 시의 수신

감도를 향상시키고 있다.

수신 열화를 검출하면(S1203), 튜너 1 측에서는 전방 빔 안테나 FR(21A)을 제외한 측방 및 후방 빔 안테나 SR(21C) 및

RR(21B)을 합성하고, 마찬가지로 튜너 2 측에서도 전방 빔 안테나 FL(22A)을 제외한 측방 및 후방 빔 안테나 SL(22C) 및

RL(22B)을 합성한다(S1204).

이 상태에서 각 튜너 1 및 2가 각각의 수신 상태를 검출하여, 튜너 1 및 튜너 2에서 검출된 전체적인 수신 레벨(S1205)과

본 제어 개시 전의 수신 상태(S1202)를 비교한다(S1206).

그 결과, 양자의 수신 레벨 차가 클 경우에, 차량 전방으로부터 전파를 수신하고 있다고 판정하여 튜너 1 측의 전방 빔 안테

나 FR(21A) 및 튜너 2 측의 전방 빔 안테나 FL(22A)로 전환한다(S1207). 이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 측방 또는 후방으로부

터의 전파 수신의 경우에는, 다음으로 튜너 1 및 2 측의 각각을 후방 빔 안테나 RR(21B) 및 RL(22B)으로만 전환한다

(S1208).

이 상태에서 튜너 1 및 튜너 2에서 검출된 전체적인 수신 레벨(S1205)과 본 제어 개시 전의 수신 상태(S1202)를 비교한다

(S1206). 그 결과, 차가 일정 값 이하일 경우(거의 동등함)는, 차량 전방으로부터 전파를 수신하고 있다고 판정하여 튜너 1

측의 후방 빔 안테나 RR(21B) 및 튜너 2 측의 후방 빔 안테나 RL(22B)로 전환한다(S1212).

반대로 차가 일정 값 이상일 경우는, 차량 측방으로부터 전파를 수신하고 있다고 판정하여 튜너 1 측의 측방 빔 안테나 SR

(21C) 및 튜너 2 측의 측방 빔 안테나 SL(22C)로 전환한다(S1211).

본 예에서도 검출 개시 전후를 통하여 주파수 분할 다이버시티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수신 감도를 한층 더 향상시킬 수

있다. 또한, 스텝 S1204에서 측방 및 전방의 빔 안테나를 합성할 수도 있으며, 그 경우는 스텝 S1208에서 전방 빔 안테나

로 전환한다.

다음으로, 본 발명의 제 2 목적에 대응한 실시예에 대해서 설명한다.

도 21은 본 발명의 제 13 실시예로서, 본 발명의 제 2 목적에 대응한 안테나 전환 제어 플로 예를 나타낸 것이다. 도 22 및

도 23에는 도 21의 동작의 일례를 도식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또한, 도 22 및 도 23의 차량(202)은 무지향성 안테나(205)

와 전방 및 후방의 빔 안테나(203 및 204)의 양쪽을 구비하는 차량 탑재용 안테나 구성을 갖고 있다.

도 21에 있어서, 주행 중인 차량(202)이 무지향성 안테나(205)를 설정한 상태에서(S2001), 전파탑(201) 부근 등에서의

디지털 텔레비전 방송 신호의 강전계 영역 내에 진입한다(도 22). 차량(202)은 예를 들어 수초 간격의 일정 주기로 전파의

수신 상태를 모니터하고 있으며(S2002), 그 주기마다 취득한 전파의 수신 상태 열화를 판정한다(S2003). 이 수신 상태 열

화의 판정에는 예를 들어 상술한 에러율 정보 등이 이용된다.

수신 상태는 열화되지 않았다고 판정하면(S2003의 「N」), 그대로 상기 모니터를 계속한다(2002). 한편, 수신 상태가 열

화되었다고 판정하면(S2003의 「Y」), 그 열화의 원인이 강전계 영역 내에서의 전파 수신에 의한 것인지의 여부를 판정하

기 위해(S2005), 다음으로 수신 전력을 계측한다(S2OO4).

전파의 수신 레벨이 소정의 기준값 이하일 경우는, 수신 전력이 과대하지 않다(허용 범위 내)고 판정하여(S2005의

「N」), 무지향성 안테나(205)의 전환을 행하지 않고 상기 모니터를 계속한다(S2001 및 2002). 한편, 전파탑(201) 부근

등과 같이 디지털 텔레비전 방송 신호의 수신 전력이 크고, 그 수신 레벨이 소정의 기준값을 초과할 경우에는, 수신 상태의

열화가 과대한 수신 레벨에 의한 것이라고 판정하여(S2005의 「Y」), 다음으로 설정해야 할 지향성 안테나(203 또는

204)를 결정하기 위해, 전파 입력 방향의 서치(search)를 개시한다(S2006).

그 서치 결과에 의거하여, 수신 레벨이 소정의 기준값 이하(허용 범위 내)로 되는 지향성 안테나를 선정한다(S2007). 도

23의 예에서는, 수신 레벨이 소정의 기준값 이하로 되는 후방 지향성 안테나(204)로 전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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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24 및 도 25에는 상술한 안테나 전환 제어 플로의 다른 형태예를 도식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본 예에서는 도 22 및 도

23의 무지향성 안테나(205) 대신에 복수의 빔 안테나(203 및 204)의 합성에 의해 구성한 무지향성 안테나를 사용한다. 본

예에 대해서는 도 6의 구체적인 구성 예를 이용하여 설명한다.

우선 도 24의 주행 차량(202)의 안테나 전환·합성 회로(59)는 스위치(33 및 43)를 합성으로 설정하고(S2001), 전방 및 후

방의 각 빔 안테나(32A-32B 및 42A-42B)(본 예의 빔 안테나(203 및 204)에 상당)를 각각 합성한 무지향성 안테나에 의

해 전파의 입력 방향을 서치한다.

안테나 전환·합성 회로(59)는 일정 주기로 예를 들어 에러 정정부(52)로부터의 에러율 정보를 취득함으로써(S2002), 수신

열화 상태를 판정한다(S2003). 취득한 에러율이 소정의 기준값 이하일 경우는, 그대로 일정 주기로 에러율 정보의 취득을

반복한다(S2003의 「N」). 마침내 주행 차량(202)이 강전계 영역 내에 진입하고, 에러율이 소정의 기준값을 초과하면

(S2003의 「Y」), 다음으로 레벨 검출기(36 및/또는 46)로부터의 수신 전력 정보에 의해 그 시점의 수신 전력을 판정한다

(S2004). 수신 전력이 소정의 기준값 이하일 경우에는, 수신 열화의 원인이 본 예의 제어 대상 외의 사유에 의한다고 판정

하여, 여기서는 초기의 상태로 되돌아간다(S2005의 「N」 및 S2001).

한편, 수신 전력이 소정의 기준값을 초과하면, 수신 열화의 원인이 과대한 전파 입력에 의한 것이라고 판정하여(S2005의

「Y」), 그 전파 입력 방향을 서치하기 위해, 안테나 전환·합성 회로(59)는 각각의 빔 안테나(32A-32B 및 42A-42B)를 차

례로 전환하도록 스위치(33 및 43)에 지시한다(S2006).

전파 입력 방향의 서치 결과로부터, 안테나 전환·합성 회로(59)는 수신 레벨이 소정의 기준값 이하(허용 범위 내)로 되는

빔 안테나를 선정하여 스위치(33 및/또는 34)에 그 설정을 지시한다(S2007). 도 25의 예에서는 수신 레벨이 소정의 기준

값 이하로 되는 후방 지향성 안테나(204)가 설정된다. 이와 같이, 본 예에서는 도 22 및 도 23의 무지향성 안테나(205)가

불필요해지는 이점이 있다.

도 26은 본 발명의 제 14 실시예로서, 본 발명의 제 2 목적에 대응한 다른 안테나 전환 제어 플로 예를 나타낸 것이다. 도

27 및 도 28에는 도 26의 동작의 일례를 도식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본 예에서는 빔 안테나(203 및 204)의 전환 제어만을

행한다. 여기서도 도 6의 구체적인 구성을 이용하여 그 동작에 대해서 설명한다.

도 27의 주행 차량(202)의 안테나 전환·합성 회로(59)는 스위치(33 및 43)를 제어하여 각각의 빔 안테나(32A-32B 및

42A-42B)를 차례로 전환하여 전파의 입력 방향을 서치한다(S2011). 그리고, 종래 기술과 동일하게 가장 큰 수신 레벨을

갖는 빔 안테나(도 27의 예에서는 전방 빔 안테나(203))를 선정한다(S2012). 이 상태에서 안테나 전환·합성 회로(59)는 예

를 들어 에러 정정부(52)로부터의 에러율 정보를 취득하여 일정 주기마다 수신 열화 상태를 판정한다(S2013 및 2014). 취

득한 에러율이 소정의 기준값 이하일 경우는, 그대로 일정 주기로 에러율 정보의 취득을 반복한다(S2014의 「N」).

마침내 주행 차량(202)이 강전계 영역 내에 진입하고, 수신 에러율이 소정의 기준값을 초과하면(S2014의 「Y」), 다음으

로 레벨 검출기(36 및/또는 46)로부터의 수신 전력 정보에 의해 그 시점의 수신 전력을 판정한다(S2015 및 2016). 수신

전력이 소정의 기준값 이하일 경우에는, 수신 열화의 원인이 본 예의 제어 대상 외의 사유에 의한 것이라고 판정하여, 여기

서는 초기의 상태로 되돌아간다(S2016의 「N」 및 S2011). 한편, 수신 전력이 소정의 기준값을 초과하면, 수신 열화의 원

인이 과대한 전파 입력에 의한 것이라고 판정하여(S2016의 「Y」), 본 예에서는 즉시 현재의 설정(도 26의 전방 빔 안테

나(203))과는 반대 방향의 빔 안테나(도 28의 후방 빔 안테나(204))를 선택하고, 그 설정을 스위치(33 및 34)에 지시한다

(S2017).

이와 같이, 본 예에 의하면, 과대 입력에 의한 수신 열화 검출 시점으로부터 즉시 반대 방향의 지향성 안테나를 선택하여

수신 상태를 회복시키는 것이 가능해진다.

이후에서는 본 발명의 제 3 목적에 대응한 실시예에 대해서 설명한다.

이 설명에서는 도 6의 스위치(33)를 예로 들어 본 발명 구성을 설명하지만, 본 발명을 스위치(43)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 것은 명확하다.

도 29는 본 발명의 제 15 실시예를 나타낸 것이다. 또한, 도 30의 (a) 및 (b)는 도 29의 기본적인 스위치 동작의 일례를 나

타내고 있다. 본 예는 제어기(354)에 지연기(361)가 추가되고, 안테나 A(전방 빔 안테나)(32A) 및/또는 안테나 B(후방 빔

안테나)(32B)로부터의 수신 신호가 합성기(353)를 통하여 출력되는 것 이외는 도 4의 종래예와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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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는 처음으로 지연기(361)의 동작을 도 30의 (a) 및 (b)를 참조하면서 설명한다. 안테나 전환·합성 회로(59)로부터의

안테나 전환 요구 신호(본 예에서는 안테나 A(32A)→안테나 B(32B)로의 전환)에 의해, 제어기(354) 내부에서는 도 4의

(b)에서 나타낸 스위치(351 및 352)의 온/오프 제어 신호가 발생한다.

본 예의 도 30의 (a)의 경우에는, 지연기(361)에 의해 안테나 A를 온에서 오프로 전환하는 측의 제어 신호가 소정 시간 t만

큼 지연된다. 이것에 의해, 지연 시간 t의 동안은 안테나(21A 및 21B) 양쪽의 수신 신호가 합성기(353)에 입력되어, 그들

합성 신호가 출력된다. 이러한 처리는 전방으로부터의 전파를 수신하는 안테나 A의 수신 전력보다도 후방으로부터의 전파

를 수신하는 안테나 B의 수신 전력이 더 큰 경우에 유리해진다.

이 경우, 지연 시간 t의 동안만 합성 신호를 생성함으로써, AGC 회로의 수신 전력이 커지는 방향의 제어나, 후단의 RF/IF

필터의 상승 과도 응답 특성이 안정화될 때까지의 시간이 보다 단시간으로, 또한 안테나 전환 전후의 수신 레벨 차가 작아

지는 방향으로 제어된다. 그 결과, 지연 시간 t의 경과 후에는, 안테나 A의 작은 수신 전력으로부터 안테나 B의 큰 수신 전

력으로의 원활한 이행이 가능해진다.

한편, 도 30의 (b)의 경우에는, 지연기(361)에 의해 안테나 B를 오프에서 온으로 전환하는 측의 제어 신호를 소정 시간 t만

큼 지연시킨다. 이것에 의해, 지연 시간 t의 동안은 안테나 A 및 B의 수신 신호 양쪽 모두 합성기(53)로의 입력이 절단(切

斷)된다. 이러한 처리는 전방으로부터의 전파를 수신하는 안테나 A의 수신 전력보다도 후방으로부터의 전파를 수신하는

안테나 B의 수신 전력이 더 작은 경우에 유리해진다.

이 경우, 지연 시간 t의 동안만 합성기(353)로부터의 출력을 무(無)신호로 함으로써, AGC 회로의 수신 전력이 작아지는 방

향의 제어나, 후단의 RF/IF 필터의 하강 과도 응답 특성이 안정화될 때까지의 시간이 보다 단시간으로, 또한 안테나 전환

전후의 수신 레벨 차가 작아지는 방향으로 제어된다. 그 결과, 지연 시간 t의 경과 후에는, 안테나 A의 큰 수신 전력으로부

터 안테나 B의 작은 수신 전력으로의 원활한 이행이 가능해진다.

도 31에는 도 30의 (a) 및 (b)의 스위치 제어 플로 예를 나타내고 있다.

본 예에서는 안테나 전환 전후의 수신 레벨 차의 대소에 따라, 상술한 합성 시의 지연 시간량을 전환한다. 여기서도 안테나

A로부터 안테나 B로 전환하는 경우에 대해서 설명하지만, 그 반대 방향의 전환에 대해서도 동일하다.

본 예에서는 안테나 A로부터 안테나 B로 전환했을 때에(S3001), 안테나 전환 전의 안테나 A의 수신 레벨(α)과 전환 후의

안테나 B의 수신 레벨(β)의 레벨 차 ｜α-β｜를 구한다(S3002). 그 레벨 차가 소정의 기준값보다도 작을 경우에는 상기 지

연기(361)의 지연 시간을 짧게 설정하고(S3003), 반대로 클 경우에는 상기 지연기(361)의 지연 시간을 크게 설정한다

(S3004). 그 설정된 지연 시간 경과 후에 안테나 A를 절단한다(S3005).

본 예에 의하면, 안테나 전환 전후의 레벨 차에 따라, AGC 회로의 수신 전력이 커지는 방향의 제어나 후단의 RF/IF 필터의

상승 과도 응답 특성이 안정화될 때까지 필요한 시간은 더 단축된다. 한편, 필요 이상으로 지연 시간 t를 길게 설정하면, 반

대로 안테나 전환 전후의 수신 레벨 차가 확대된다. 그래서, 레벨 차가 소정의 기준값보다도 작을 경우에는 지연 시간을 짧

게 설정하고, 반대로 클 경우에는 지연 시간을 크게 설정함으로써 적절한 시간으로 조정한다.

또한, 본 예 및 다음 예(도 32)에서는 합성만을 설명하고 있다. 실제의 사용에서는, 안테나 전환 후의 수신 레벨이 커지는

쪽으로 안테나 전환·합성 제어를 행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예를 들어 안테나 A 및 B마다 수신 레벨을 미리 서치하여 두고,

그 수신 레벨 차(예측값)에 의거하여 절단(도 30의 (b))의 지연 시간을 본 예와 동일하게 설정하도록 할 수도 있다.

도 32에는 도 30의 (a) 및 (b)의 스위치 제어 플로의 다른 예를 나타내고 있다. 본 예에서는 수신 전파에 포함되는 방송 파

라미터로부터 그 신호 변조 방식을 식별하고, 그 신호 변조 방식에 따른 지연 시간을 설정한다.

우선 안테나 A로부터 안테나 B로 전환했을 때에(S3011), 안테나 전환 후의 신호 변조 방식을 식별한다(S3012). 그 신호

변조 방식이 노이즈에 강하며 짧은 시간에 동기 검출 가능한 DQPSK인 경우에는 지연기(361)의 지연 시간을 짧게 설정하

고(S3013), 반대로 노이즈에 약하며 동기 검출에 시간이 소요되는 64QAM 신호인 경우에는 지연 시간을 크게 설정한다

(S3014). 그리고, 설정된 지연 시간 경과 후에 안테나(21A)를 절단한다(S3015). 본 예는 도 31의 예와 조합시켜 이용할

수도 있다. 본 예에서는 신호 변조 방식에 따른 지연 시간을 설정할 수 있기 때문에, 보다 적절한 안테나 전환 시간의 단축

이 도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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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33은 본 발명의 제 16 실시예를 나타낸 것이다. 또한, 도 34의 (a)∼(c)에는 도 33의 기본적인 동작 예를 나타내고 있다.

도 33에 있어서, 안테나 A의 통신 경로에는 증폭기 A(371A) 및 감쇠기 A(372A)가 삽입되어 있다. 또한, 안테나 B의 통신

경로에는 증폭기 B(371B) 및 감쇠기 B(372B)가 삽입되어 있다. 또한, 제어부(354)에는 증폭기 A 및 B의 증폭률을 제어하

는 증폭 제어기(362)와, 감쇠기 A 및 B의 감쇠율을 제어하는 감쇠 제어기(363)와, 또한 합성기(353)의 합성 비율을 제어

하는 합성 제어기(364)가 설치되어 있다.

본 예에서는 제 15 실시예에서의 스위치(351 및 352)와 스위치 전환 시간을 제어하는 지연기(361) 대신에, 각 통신 경로

에 설치된 증폭기, 감쇠기 및 합성기의 적어도 1개를 사용하여, 각 통신 경로상의 수신 신호의 완만한 레벨 변화(완만한 수

신 신호의 전환)를 실현한다.

도 34의 (a)에는 안테나 A 및 안테나 B의 양쪽을 동시에 완만하게 전환하는 예를 나타내고 있다. 이 동작을 도 33의 구성

에서 설명하면, 증폭 제어기(362)가 안테나 A 측의 증폭기 A의 증폭률을 서서히 작게 하면서, 그것과 동시에 병행하여 안

테나 B 측의 증폭기 B의 증폭률을 서서히 크게 하여 가는 것에 의해 완만한 스위치 전환이 실현된다.

또한, 감쇠 제어기(363)가 안테나 A 측의 감쇠기 A의 감쇠율을 서서히 크게 하면서, 그것과 동시에 병행하여 안테나 B 측

의 감쇠기 B의 감쇠율을 서서히 작게 하여 가는 것이나, 합성 제어기(364)가 안테나 A 측의 수신 신호의 합성 비율을 서서

히 작게 하면서, 그것과 동시에 병행하여 안테나 B 측의 수신 신호의 합성 비율을 서서히 크게 하여 가는 것에 의해서도 완

만한 스위치 전환이 실현된다.

상술한 동작은 증폭률, 감쇠율, 합성 비율 중 어느 하나의 제어에 의해 실현할 수 있지만, 최적의 S/N를 얻기 위해 이들을

적절히 조합시키도록 할 수도 있다. 또한, 증폭 제어기(362), 감쇠 제어기(363) 및 합성 제어기(364)는 제어부(354)의

CPU 회로 등을 이용한 소프트웨어로 실현할 수도 있다.

도 34의 (b)에 나타낸 합성 및 도 34의 (c)에 나타낸 절단의 예는 상술한 각 통신 경로상의 증폭률, 감쇠율, 합성 비율의 제

어에 시간차를 부여함으로써 실현할 수 있다. 도 34의 (b)의 합성 예에서는 안테나 A 측의 제어를 소정 시간 지연시키고,

도 34의 (c)의 절단 예에서는 안테나 B 측의 제어를 소정 시간 지연시킨다.

본 예에서는 안테나 전환 전후의 근방(과도 영역)까지를 포함시켜 수신 전력 레벨을 완만하게 변화시킨다. 이것에 의해,

AGC 회로의 추종성(追從性)이 향상되고, 또한 RF/IF 필터의 과도 응답 시에서의 임펄스성 노이즈 발생이 현저하게 저감

된다. 또한, 수신 전력의 완만한 변화량을 적절히 조정/가변시킴으로써, 안테나 전환 전후에서의 수신 전력의 원활한 이행

을 확실히 행할 수 있다.

도 35의 (a) 및 (b)에는 도 34의 (a)의 다른 형태 예를 나타내고 있다.

도 35의 (a)에서는, 제어부(354)의 CPU 회로 등을 이용한 소프트웨어 제어 또는 외부의 안테나 전환·합성 회로(59)로부터

공급되는 일정 주기에 의한 단계적인 제어 데이터 등에 의해 증폭률, 감쇠율 및/또는 합성 비율을 스텝 형상으로 변화시키

고 있다. 본 예에서는 설정 데이터에 의해 단계적으로 이득이나 감쇠량을 제어할 수 있는 디지털 증폭기나 디지털 감쇠기

를 이용하여 보다 정밀하게 수신 레벨의 제어를 행할 수 있다. 또한, 도 35의 (a)의 예에서는, 안테나 A 및 B를 각 스텝마다

동일한 타이밍으로 스텝 제어하고 있지만, 스텝 제어의 처리 부하를 경감하기 위해 각 스텝마다 안테나 A와 B를 번갈아 제

어하도록 할 수도 있다.

도 35의 (b)는 도 35의 (a)의 다른 형태 예를 나타내고 있으며, 도 36에 그 제어 플로의 일례를 나타내고 있다. 본 예에서는

완만하게 변화되는 수신 레벨을 실시간으로 감시하면서 적절히 안테나 전환 제어를 실행한다.

도 36에서는 소정 주기(Δt)의 감시에 의해 안테나 A의 수신 레벨(α) 및 안테나 B의 수신 레벨(β)을 취득한다(S3021). 수신

레벨의 변동량(Δα, Δβ 또는 Δ｜α-β｜)이 소정의 기준값 이상일 경우에는 노이즈 등에 의한 이상(異常) 신호라고 판정하

여, 그대로 수신 레벨의 감시를 계속한다(S3022 및 3021). 한편, 수신 레벨 차가 소정의 기준값보다도 작아지면, 정상의

신호 수신이라고 판정하여, 도 34의 (a)∼(c)에 나타낸 바와 같은 다양한 안테나 제어를 실행한다(S3023∼3024). 또한,

스텝 S3024에서는 취득한 안테나 A 및 안테나 B 사이의 수신 레벨 차(Δ｜α-β｜)가 소정 기준값보다도 작아진 시점에서

안테나 전환을 실행함으로써, 수신 전력을 확실하고 원활하게 이행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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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본 예에서는 완만하게 또는 스텝 형상으로 변화되는 수신 레벨을 실시간으로 감시하면서 적절히 안테나 전환

제어를 행하기 때문에, 안테나 전환 시의 수신 상태 악화를 확실히 방지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도 37은 도 34의 (b)(합성) 또는 도 34의 (c)(절단) 중 어느쪽 파형을 사용할지의 판정 플로 예를 나타내고 있다. 상술한 바

와 같이, 안테나 전환 후의 수신 레벨 쪽이 클 경우에는 합성을 사용하고, 그리고 안테나 전환 후의 수신 레벨 쪽이 작을 경

우에는 절단을 사용하는 것이 원활한 안테나 전환이 실현된다.

본 예에서는 이것을 이용하여 안테나 A의 수신 레벨(α)과 안테나 B의 수신 레벨(B)을 비교하여(S3031 및 3032), 안테나

전환 후의 수신 레벨 쪽이 클 경우(α＜β)에는 합성을 선택한다. 그 때문에, 도 34의 (b)의 전환 파형(전환 파형 (b))을 사용

한다(S3033). 한편, 안테나 전환 후의 수신 레벨 쪽이 작을 경우(α＞β)에는 절단을 선택한다. 그 때문에, 도 34의 (c)의 전

환 파형(전환 파형 (c))을 사용한다(S3034).

도 38 및 도 39에는 도 37의 전환 파형 (b) 또는 (c)에 적용되는 지연 시간(전환 시간)의 제어 플로 예를 나타내고 있다.

도 38 및 도 39는 상술한 제 15 실시예에 관한 도 31 및 도 32에 각각 대응하고 있으며, 도 38 및 도 39에서 결정된 지연 시

간(전환 시간)이 도 37의 전환 파형 (b) 또는 (c)에서 한쪽 파형의 수신 레벨 제어의 시간 지연에 사용된다. 그 이외는 제

15 실시예에서 설명한 바와 같다. 따라서, 여기서는 그들에 대해서 더 설명하지 않는다.

발명의 효과

본 발명에 의하면 복수의 지향성 안테나의 각 수신 상태를 일괄적으로 동일한 시기에 검출 및 비교하여, 그 비교 결과에 의

거하여 즉시 원하는 지향성 안테나로 전환하는 수신 장치를 얻을 수 있고, 수신 상태의 열화를 검출했을 때에 그 시점에서

의 수신 전력을 취득하여, 과도하게 큰 수신 전력에 대해서는 보다 수신 레벨이 작은 지향성 안테나 측으로 전환하는 수신

장치를 얻을 수 있으며, 또한 수신 장치에 안테나 전환 전후의 수신 레벨 변동을 억제하는 수단을 설치하고, 수신 장치에

대한 안테나 전환의 영향을 저감시킨 수신 장치를 얻을 수 있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종래의 OFDM 수신 장치의 일례를 나타낸 도면.

도 2는 도 1의 스위치 전환 제어 플로(flow)의 일례를 나타낸 도면.

도 3은 종래에서의 지향성 안테나 전환 동작의 일례를 나타낸 도면.

도 4의 (a)는 종래의 스위치 구성의 일례를 나타낸 도면.

도 4의 (b)는 종래 스위치의 일 동작 예를 나타낸 도면.

도 5는 본 발명에 의한 OFDM 수신 장치의 기본 구성을 나타낸 도면.

도 6은 도 5의 구체적인 구성 예를 나타낸 도면.

도 7은 본 발명의 기본적인 스위치 전환·합성 제어 플로의 일례를 나타낸 도면.

도 8은 본 발명의 제 1 실시예를 나타낸 도면.

도 9는 본 발명의 제 2 실시예를 나타낸 도면.

도 10은 본 발명의 제 3 실시예를 나타낸 도면.

도 11은 본 발명의 제 4 실시예를 나타낸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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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2는 본 발명의 제 5 실시예를 나타낸 도면.

도 13은 본 발명에 의한 OFDM 수신 장치의 다른 기본 구성을 나타낸 도면.

도 14는 본 발명의 제 6 실시예를 나타낸 도면.

도 15는 본 발명의 제 7 실시예를 나타낸 도면.

도 16은 본 발명의 제 8 실시예를 나타낸 도면.

도 17은 본 발명의 제 9 실시예를 나타낸 도면.

도 18은 본 발명의 제 10 실시예를 나타낸 도면.

도 19는 본 발명의 제 11 실시예를 나타낸 도면.

도 20은 본 발명의 제 12 실시예를 나타낸 도면.

도 21은 본 발명의 제 13 실시예를 나타낸 도면.

도 22는 도 21의 일 동작 예 (1)을 도식적으로 나타낸 도면.

도 23은 도 21의 일 동작 예 (2)를 도식적으로 나타낸 도면.

도 24는 도 21의 다른 동작 예 (1)을 도식적으로 나타낸 도면.

도 25는 도 21의 다른 동작 예 (2)를 도식적으로 나타낸 도면.

도 26은 본 발명의 제 14 실시예를 나타낸 도면.

도 27은 도 26의 일 동작 예 (1)을 도식적으로 나타낸 도면.

도 28은 도 26의 일 동작 예 (2)를 도식적으로 나타낸 도면.

도 29는 본 발명의 제 15 실시예를 나타낸 도면.

도 30의 (a)는 도 29의 스위치 동작의 일례 (1)을 나타낸 도면.

도 30의 (b)는 도 29의 스위치 동작의 일례 (2)를 나타낸 도면.

도 31은 도 30의 (a) 및 (b)의 스위치 제어 플로의 일례를 나타낸 도면.

도 32는 도 30의 (a) 및 (b)의 스위치 제어 플로의 다른 예를 나타낸 도면.

도 33은 본 발명의 제 16 실시예를 나타낸 도면.

도 34의 (a)는 도 33의 동작의 일례 (1)을 나타낸 도면.

도 34의 (b)는 도 33의 동작의 일례 (2)를 나타낸 도면.

도 34의 (c)는 도 33의 동작의 일례 (3)을 나타낸 도면.

도 35의 (a)는 도 34의 (a)의 동작의 일례 (1)을 나타낸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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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35의 (b)는 도 34의 (a)의 동작의 일례 (2)를 나타낸 도면.

도 36은 도 35의 (b)의 제어 플로의 일례를 나타낸 도면.

도 37은 전환 파형 제어 플로의 일례를 나타낸 도면.

도 38은 도 37의 제어 플로의 일례 (1)을 나타낸 도면.

도 39는 도 37의 제어 플로의 일례 (2)를 나타낸 도면.

※ 도면의 주요 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2A : 전방 빔 안테나

12B : 후방 빔 안테나

16 : 레벨 검출부

17 : 에러 정정부

19 : 안테나 선택 회로

26 : 다이버시티 합성부

27 : 안테나 전환·합성 제어부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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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

도면2

등록특허 10-0753073

- 22 -



도면3

도면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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