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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세서

기술분야

본 발명은 무선 (wireless) 원격통신에 관한 것이다. 특히, 본 발명은 무선 원격통신에 사용되는 <1>
디지털 모뎀과 무선주파수 신호를 인터페이스 하기 위한 무선주파수 송수신기 시스템에 관한 것이다.

배경기술

무선 전화 시스템은, 무선주파수 (RF) 신호를 사용하여 서로 통신하는 가입자 장치와 기지국을 <2>
사용함으로써 전화 서비스를 제공한다. 가입자 장치는 "가입자" 라고 불리는 개인에게 기지국과의 인터페
이스를 제공하고, 기지국은 가입자 장치로 통화처리센터 (call processing center) 와의 인터페이스를 제
공한다. 셀룰러 무선전화 시스템은 주어진 지역에 걸쳐 흩어져 있는 여러 곳의 기지국들을 통합사용하여 
가입자 장치가 매우 이동성이 높은 형태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해준다. 가입자 장치는 종종 안테나를 가지
고 있는 컴팩트 (compact) 형 전화 핸드세트 (hand-set) 일 수 있으며, 작동중 완전히 이동가능한 형태로 
통화를 주고 받고자 하는 가입자들에 의하여 보통 휴대되어진다.

디지털 무선 전화 시스템은, 아날로그 무선 전화 시스템보다 더욱 더 효율적으로 이용가능한 RF <3>
대역을 사용하기 위하여, 다양한 특화된 방식으로, 전화통화 또는 통신 세션 (session) 과 관련된 자료를 
처리하고 전송한다. 이 과정을 완수하기 위하여, 디지털 무선 전화 시스템용 가입자 장치는 음성 및 자료 
정보 모두를 아날로그와 디지털 신호 포맷사이에서 전환시키는 모뎀 및 안테나와 RF 신호 처리 회로를 포
함하는 RF 송수신기 (transceiver) 시스템을 포함하고 있다. 모뎀은, 가입자 장치가 작동하고자 하는 기
지국으로부터의 거리 범위에 상응하는 데시벨 (dB) 레벨의 범위내인, 송수신기에 의해 제공되는 신호를 
적절히 복조하도록 구성된다.

CDMA 디지털 무선 원격통신 시스템은, 종래에 공지된 바와 같이, 시스템의 RF 대역폭 효율을 더<4>
욱 증가시키기 위하여, 확산코드(spreading code) 의 사용을 통하여 통신에 사용되는 RF 신호를 확산 스
펙트럼 파형의 형태로 한다. 몇몇 CDMA 디지털 무선 원격통신 시스템에서는 다양한 가입자 장치들이 만들
어 내는 RF 신호들 사이의 간섭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출력 신호의 강도가 매우 통제된 형태로 시간에 따
라  실질적으로  변화된다.  이는  주어진  량의  RF  대역폭량에  대하여  최대의  통신  세션수가  실행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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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그런데, 이런 실질적인 전력 변화 (power variation) 량 때문에 과부하 (overloading) 에 의해 송
수신기 시스템이 손상되지 않도록 전력 제한 (power limiting) 이 또한 수행된다. 이런 전력 제한에 관하
여, 1993년 3월 3일에 출원되고 본 발명의 양수인에게 양수된 US 08/203,151 호 "Reverse Link, Transmit 
Power Correction and Limitation in a Radiotelephone System" 에 한가지 구현방법이 제시되어 있다. 모
뎀과 RF 송수신기 시스템이 출력 RF 신호의 강도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모뎀과 RF 
송수신기 시스템이 다양한 제어신호들로 인터페이스하도록 전력 제한 기능과 전력 제어 기능이 요구된다.

디지털 무선 전화 시스템의 가입자 장치를 구성하는 송수신기 시스템과 모뎀은 일반적으로 작동<5>
중 서로 아주 가깝게 위치된다. 이것은, 전형적으로 무선 전화 시스템의 주요 장점이었던 이동성을 목적
으로 가입자 장치를 컴팩트하게 유지하기 위하여 주로 이루어진다. 그러나, 컴팩트 형태를 가짐으로써 다
른 장점들도 또한 달성되어진다. 그중 하나는, 가입자 장치의 환경변화에 대한 민감성이 가입자 장치를 
소형으로 구성하는 시스템들 사이의 연결길이를 작게 함으로써 감소된다는 것이다. 이것은 가입자 장치의 
성능에 영향을 끼칠 환경인자들에 대한 걱정을 줄인다. 또 다른 장점은, 송수신기내에 있는 신호 처리 회
로가 안테나와 아주 가깝게 위치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들어오는 또는 수신 신호 (Rx) 가 가능한 한 
적은 신호 손실 및 노이즈 혼입으로 안테나에 의해 수신된 후 처리되도록 해준다. 결론적으로 가입자 장
치를 컴팩트하게 하는 것은 모뎀과 송수신기 시스템사이에서 제어 신호의 교환을 용이하게 해준다. 이것
은 위에서 언급한 전력 제한 기능을 포함하는 다양한 기능들의 수행시, 두 시스템이 CDMA 무선전화 시스
템 환경내에서 연동하도록 한다.

그러나, 가입자 장치의 컴팩트한 구성이 무선 통신 수행에 사용되는 RF 신호들의 최적화된 송신 <6>
및 수신을 반드시 제공하는 것은 아니다. 이것은 가입자 장치가 사용중에 가입자 근처에 있는 것이 보통
이고, 가입자는 종종 빌딩내부나 언덕뒤와 같은 RF 신호의 수신 및 송신에 열악한 장소에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송수신기 시스템의 다소 최적화되지 못한 이런 배치는 이동성을 포함하는 위에 언급된 가입자 장
치의 컴팩트한 구성에 의한 다양한 장점들 때문에 묵과된다.

하지만, 몇몇 무선 원격통신 시스템에서는 이동성이 주요 관심사가 아니다. 이런 시스템은 본 발<7>
명의 양수인에게 양수되고 발명의 명칭이 "Concentrated Subscriber System for Wireless Local Loop" 인 
미국특허 제 5,781,856  호에 기재되어 있다. 가입자 집중화 시스템 (Concentrated  Subscriber  System, 
CSS) 은, 한 세트의 공용 모뎀과 송수신기 시스템을 사용하여 RF 신호를 통해 다수의 가입자들이 기지국
과 인터페이스 하도록 함으로써, 기존의 무선 전화 시스템과 비교하여 볼 때, 감소된 비용으로 무선전화 
서비스를 제공한다. 바람직한 실시예에서는, 가입자 시스템내에서 사용되어지는 모뎀들이 종래의 이동 가
입자 장치들에 사용되어진 것들과 같거나 유사하여 가입자 집중화 시스템의 개발비용이 감소된다. 가입자 
집중화 장치는 사용중 기지국으로부터 종래 이동 가입자장치 보다 더 큰 영역의 거리범위내일 수 있는 고
정된 위치에 위치한다. 이것은 가입자 집중화 장치가, 이동 전화 서비스가 이용가능하거나 가능하지 않은 
지역에서도,  따라서 기지국이 가까이 있거나 또는 가까이 있지 않은 지역에서도 값싼 비이동성 (non-
mobile) 전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이다. 바람직한 실시예에서는, 가입자 집중화 
시스템은 CDMA 무선 전화 시스템 기술을 포함하고 있다.

가입자 집중화 시스템은 사용중에 이동적이지 않기 때문에, 종래의 이동성 가입자 장치와 같이 <8>
컴팩트 할 필요는 없다. 따라서, 가입자 집중화 시스템의 수신은, 안테나를 가입자로부터 떨어뜨려 더 나
은 RF 신호 전송 및 수신 능력을 가지는 장소로 위치시킴으로써 개선되어질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구
성이 디지털 무선 환경내에서 적절하게 작동하기 위해서는, 컴팩트한 시스템에 제공되는 추가적인 장점들
이 덜 컴팩트한 구성에서도 제공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장점들로는, 송수신기 시스템과 모
뎀 시스템사이의 제어 신호의 교환의 간편화, 송수신기 시스템내에서 RF 신호 처리 회로가 안테나와 가까
이 배치됨 및 변화하는 환경조건하에서 작동하는 능력 등을 포함한다. 그러므로 이러한 장점들을 제공하
면서 또한 최적화된 안테나의 배치를 허용하는 송수신기 시스템을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가입
자 집중화 시스템은 비용을 줄이기 위하여 바람직한 실시예에서는 표준 이동 가입자 장치로부터 디지털 
모뎀을 활용하지만, 사용중 기지국으로부터 더욱 멀리 떨어져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모뎀들이 작동하도록 
처음부터 설계되어 있는 데시벨 레벨의 범위로 Rx 신호의 강도를 송수신기 시스템이 조정하도록 하여, 모
뎀에 의한 신호처리가 적절히 처리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발명의 요약<9>

전술한 바에 기초하여, 안테나가 최적으로 수신하는 장소에 위치하도록 하고, 기존의 또는 최소<10>
로 변형된 디지털 모뎀과 인터페이스를 할 수 있는 무선 전화 가입자 집중화 시스템을 설명한다. 송수신
기 시스템은 안테나, 안테나 인터페이스 시스템, 및 동축 케이블 (coaxial cable) 로 분리된 모뎀 인터페
이스 시스템으로 구성된다. 안테나는 최적으로 수신하는 빌딩의 지붕과 같은 장소 및 안테나 인터페이스 
시스템과 근접한 장소에 위치된다. 동축 케이블은, 건물내에 위치하고 있는 모뎀 인터페이스 시스템과 안
테나 인터페이스 시스템을 연결하여, 서비스 및 구성에 대하여 쉽게 액세스 될 수 있으며, 가입자 집중화 
시스템의 나머지로 연결될 수 있다.

기존 이동 가입자 장치에서 사용되도록 설계된 모뎀들이 안테나에 의하여 수신된 RF 신호를 복조<11>
하는데 사용되도록 하기 위하여, 모뎀 인터페이스 시스템은 가입자 집중화 시스템이 기지국 근처에 위치
하고 있을 때 들어오는 신호의 강도를 감쇠시키키도 하고, 가입자 집중화 장치가 멀리 떨어져 있을 때 들
어오는 신호를 감쇠없이 통과시키도록 구성되는 감쇠 레지스터 (attenuation register) 및 2 상태 가변 
감쇠기를 포함하고 있다. 가입자 집중화 시스템이 일단 어떤 장소에 위치하게 되면, 신호손실 검출시스템
은 환경조건이 변함에 따라, 모뎀에 들어가기 전의 "수신" 신호 (Rx) 및 안테나에 들어오기 전의 전송 
(Tx) 신호에 나타나는 신호 손실량을 고정시킨다. 신호손실 검출시스템은, 동축 케이블을 통하여 안테나 
인터페이스  시스템으로부터  전송된  발진신호를  수신하는  모뎀  인터페이스  시스템에  위치한  검출기 
(detector)  및  검출기에 의하여 제어되는 감쇠기를 포함한다.  신호손실 검출시스템 내부의 차동적분기 
(differential integrator) 는 발진 신호와 기준값과의 차이를 결정하며, 따라서 Rx 및 Tx 신호에 나타나
는 손실은 일정하게 유지되거나 또는 "정규화" 된다.

또한, DC 전력이 모뎀 인터페이스 시스템에서부터 동축 케이블을 타고 안테나 인터페이스 시스템<12>
으로 전송되어지므로, 전력의 가용성 (availability)을 고려하지 않고, 최적의 수신측면만을 고려하여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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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나 인터페이스 시스템이 쉽게 장치되고 위치되어 질 수 있다. 안테나 인터페이스 시스템은, 발생되는 
신호가 송신 전력 증폭기의 용량을 초과하는 때를 검출하여, 이에 따라 모뎀 인터페이스 시스템으로 경보 
신호를 전달하는 최대전력 제한시스템을 포함함으로써, 모뎀 인터페이스 시스템이 가입자 집중화 시스템
의 나머지를 시그널링 할 수 있다.

본 발명의 특징, 목적 및 장점등은, 동일한 참조부호들이 전체에 걸쳐서 대응하여 일치하는 도면<13>
들과 연계될 때, 이하 제시된 상세한 묘사로부터 명백해질 것이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 은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라 구성된 셀룰러 전화 시스템의 도면.<14>

도 2 는 전술한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라 구성된 가입자 집중화 시스템 제어장치의 블록도.<15>

도 3 은 본 전술한 발명의 실시예에 따라 구성된 안테나 및 안테나 인터페이스 시스템의 블록도.<16>

도 4 는 전술한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라 구성된 모뎀 인터페이스 시스템의 블록도.<17>

발명의 상세한 설명

이하, 가입자 집중화 시스템에 대하여 무선 주파수 인터페이스를 제공하기 위한 방법 및 장치를 <18>
설명한다. 다음의 설명에서 본 발명은 코드 분할 다중 접속방식 디지털 셀룰러 전화시스템의 환경내에서 
설명되어진다. 단일 또는 복수의 기지국 또는 위성 기반의 (satellite based) 게이트웨이 (gateway) 를 
사용하여 디지털 또는 아날로그 변조를 사용하여 다양한 무선 주파수 기반의 (radio based) 무선 원격통
신 시스템들내에서 본 발명이 실행될 수 있다는 것은 당업자에게는 자명할 것이다. 또한, 다음의 설명에
서 동축 케이블이 사용되는 반면, 다른 와이어 기반의 전송매체에도 사용될 수 있음도 자명할 것이다. 다
양한 다른 예들에서는, 원하는 데시벨 레벨을 얻기 위하여, 특정 신호의 가변 감쇠가 수행되어 진다. 같
은 결과를 제공하기 위하여, 이런 신호들을 가변 증폭할 수 있다는 것도 자명할 것이다. 또한 다음의 설
명에서, 다양한 공지의 시스템과 인터페이스들이 블록의 형태로 제공되어 진다. 이것은 본 발명의 개시 
내용이 불필요하게 가려지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행해진다.

도 1  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라 구성된 셀룰러 전화시스템의 블록도이다. 기지국 송수신기 <19>
(base transceiver station) (102) 는 무선 주파수 (RF) 신호를 원거리 통신 장치 ((100) 및 (112)) 로/
로부터 송신 및 수신한다. 바람직한 실시예로서, 이러한 RF  신호들은 발명의 명칭이 "Spread  Spectrum 
Multiple  Access  Communication  System  Using  a  Satellite  or  Terrestrial  Repeater"  인  미국특허 제 
4,901,307('307)  호,  퀄컴™  인코포레이티드에  양도되고  발명의  명칭이  "System  and  Method  for 
Generating Signal Wave forms in a CDMA Cellular Telephone System" 인 미국특허 제 5,103,459('459) 
호, 및 "Mobile Station-Base Station Compatibility Standard for Dual Mode Wideband Spread Spectrum 
Cellular  System"(IS-95)  라는  명칭의  원격통신  산업연합(2001  Pennsylvania  Avenue,  Suite  800, 
Washington, DC20006) 의 기술표준 IS-95 에 설명된 CDMA 확산 스펙트럼 기술에 따라서 변조된다. 또한, 
기지국 송수신기 (102) 는 기지국 제어장치 (BSC) (104) 와 마이크로파 링크 (link), 접지 기반의 케이블 
접속(ground based cable connections), 광섬유 케이블 또는 이들의 조합 등을 포함하는 다양한 방식중에
서 하나로 인터페이스를 한다. BSC (104) 는 이동 스위칭 센터 (MSC) (105) 를 통하여 공중통화망 (PSTN) 
과 인터페이스를 하도록 하여, 기지국 송수신기 ((102) 및 (110)) 와 다른 기지국 송수신기들 (108) 사이
에서 다양한 통신 세션들 또는 전화통화가 전달되도록 한다.

기지국 승수신기 (110) 는 기지국 송수신기 (102) 와 동일한 방법으로, BSC (104) 와 인터페이스<20>
를 하며, 위에 참고된 특허 '459,'307 명세서 및 IS-95 에 따라 변조된 RF 신호를 통하여 원거리 통신 장
치  (112)  및  가입자  집중화  시스템  (CSS)  (113)  과  통신한다.  CSS  (113)  내부에서는,  가입자  장치 
(116(1) 내지 116(50)) 가 기지국 송수신기 (110) 와의 인터페이스 기능을 수행하는 CSS 제어장치 (114) 
에 연결된다. 각 가입자 장치 (116(1) 내지 (50)) 는 전화 통화를 초기화하고 수신하기 위하여 표준 전화
와 유사한 방식으로 사용되어 지며, 몇몇 사례들에서는 표준 와이어 기반일 수 있으며 (wire based), 펄
스 코드 변조 (pulse code modulated) 전화기 세트일 수 있거나, 또는 마이크로폰과 스피커를 가지고 있
는 다른 형태의 전화기 세트일 수 있다. 도면에서는 CSS 제어장치 (114) 가 직접 가입자 장치들 (116) 에 
연결되도록 도시된 반면, 단순화된 형태의 무선파 기반의 (radio wave based) 통신을 포함하는 정보교환
을 위한 대체의 방법들이 고려될 수 있다. 또한, 대체예로서 도시된 50 개와 다른 수의 가입자 장치들이 
CSS 제어장치 (114) 에 연결될 수 있다.

도 2 는 본 발명의 설명된 실시예에 따라 구성된 도 1 의 CSS 제어장치 (114) 의 블록도이다. 안<21>
테나 인터페이스 시스템 (270) 은 안테나 (250) 를 통하여 도 1 의 기지국 송수신기 (110) 로/로부터 확
산 스펙트럼 변조 RF 신호를 송수신한다. 수신된 신호들은 동축 케이블 (251) 과 모뎀 인터페이스 시스템 
(252) 을 통하여 모뎀 (262(1) 내지 262(16)) 으로 이루어진 모뎀 뱅크(260) 로 보내어 진다. 송신 신호
들은 모뎀 뱅크 (260) 에 의하여 발생되어, 모뎀 인터페이스 시스템 (252) 및 동축 케이블 (251) 을 통하
여,  신호를  안테나  (250)  로  공급하는  안테나  인터페이스  시스템  (270)  으로  전송된다.  멀티플렉서 
(multiplexer) 시스템 (266) 은 가입자 라인 (256(1) 내지 (50)) 을 모뎀 뱅크 (260) 의 모뎀 (262(1) 내
지 262(16)) 과 연결시킨다. 제어 시스템 (254) 은 정보를 수신하여, 모뎀 뱅크 (260) 로 제공하고 메모
리  서브  시스템(sub-system)에  저장된  정보를  사용하여  멀티플렉서  시스템  (266)  을  제어한다.  모뎀 
(262) 및 멀티플렉서 시스템 (266) 뿐만 아니라 제어 시스템 (254) 의 작동 및 구성은 위에 언급된 함께 
계류중인 출원 "Concentrated Subscriber System for Wireless Local Loop" 에 설명되어져 있다. 도면에
는 16개의 모뎀이 도시되어 있으나 다른 갯수의 모뎀을 사용해도 본 발명의 동작에는 모순되지 않는다.

도 3 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라 구성된 안테나 인터페이스 시스템 (270) 의 블록도이다. 듀플<22>
렉서 (302) 는 저잡음 증폭기 (304) 의 입력과 커플러 (305) 의 출력 및 안테나 (250) 에 연결되어 있다. 
듀플렉서 (312) 는 저잡음 증폭기 (304) 의 출력과 가변 감쇠기 (313) 의 입력 및 동축 케이블 (251) 에 
연결되어 있다. 송신 전력 증폭기 (306) 는 커플러 (305) 와 가변 감쇠기 (313) 사이에 위치하고 있다. 

12-3

1019970706089



검출기 (307) 는 커플러 (305) 를 통하여 송신 전력 증폭기 (306) 의 출력과, 다른 입력에 인가되는 기준 
전압을 갖는 차동 적분기 (309) 의 입력으로 연결된다. 차동 적분기 (309) 의 출력은 가변 감쇠기 (313) 
의 제어 입력과 저주파 발진기 (316) 로 인가된다. 유도기 (inductor) (322) 는 저주파 발진기 (316) 및 
전력 분산 시스템 (300) 을 동축 케이블 (251) 로 접속시킨다. 고주파 발진기 (325) 는 커패시터 (321) 
와 저항 (329) 및 저역통과필터 (330) 를 통하여 동축케이블 (251) 로 연결된다. 전력 증폭기 (306) 및 
저잡음 증폭기 (304) 는 신호 경로 (path) 내의 다양한 곳에 위치된 일련의 증폭기 및 필터 회로들에 의
하여 형성될 수 있지만, 각각의 도면에는 편의를 위해 단일 시스템으로 나타내었다.

동작 동안에 안테나 (250) 에 수신된 수신 (Rx) 신호는 반송 신호를 저잡음 증폭기 (304) 로 보<23>
내는 듀플렉서 (302) 로 전달된다. 저잡음 증폭기 (304) 는 상대적으로 약한 Rx 반송 신호를, 적어도 동
축 케이블 (251) 및 다른 중간 회로의 최대 신호손실 기대값 (maximum expected signal loss) 에 해당하
는 양으로 모뎀들 (262) 중의 하나에 의하여 적절히 복조되는 데시벨 레벨 범위보다 더 큰 데시벨 레벨 
범위로 증폭한다. 다음, 증폭된 Rx 반송 신호는 듀플렉서 (312) 및 동축 케이블 (251) 를 통하여 도 2 에 
도시된 모뎀 인터페이스 시스템 (252) 으로 전송된다. 동축 케이블 (251) 을 통하여 모뎀 인터페이스 시
스템 (252) 으로부터 전송된 출력 또는 송신 (Tx) 신호들은 듀플렉서 (312) 를 통하여 신호를 전력 증폭
기 (306) 로 전달하는 가변 감쇠기 (313) 로 보내진다. 전력 증폭기 (306) 의 출력에 발생되는 결과적인 
증폭 신호는 커플러 (305) 및 듀플렉서 (302) 를 통하여 안테나 (250) 로 보내어지고, 이로부터 신호는 
도 1 의 기지국 송수신기 (110) 로 전송된다.

검출기 (307) 는 커플러 (305) 로부터 전력 증폭기 (306) 의 출력의 Tx 반송 신호에 실질적으로 <24>
비례하는 신호를 수신하여, 차동 적분기 (309) 에 인가되는 비례적인 DC 전압을 결정한다. 검출기 (307) 
의 입력 및 출력의 신호들 사이에는 비례관계가 사용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전력 증폭기 (306) 에 의하
여 발생되는 전력을 나타내는 다른 관계들도 또한 사용될 수 있고, 이는 당업자에게는 자명할 것이다. 차
동 적분기 (309) 는 검출기 (307) 로부터의 DC 전압과 기준전압 사이의 차에 근거하여 또 다른 DC 전압을 
만들어 낸다. 검출기 (307) 로 부터의 전압이 만약 기준 전압보다 작으면, 차동 적분기 (309) 로부터의 
제 2 의 DC 전압이 바람직한 실시예에서는 11 볼트인 제 1 의 레벨로 정해지며, 다른 전압 레벨로 쉽게 
대체가 될 수 있다. 일단 검출기 (307) 로부터의 DC 전압이 기준 전압을 초과하면, 차동 적분기 (309) 로
부터의 DC 전압은 검출기 (307) 로부터의 DC 전압 및 기준전압 사이의 차이에 비례하여 감소하기 시작한
다. 다시 한번 언급하지만, 차동 적분기 (309) 와 같은 시스템의 입력과 출력 사이의 비례 관계의 사용은 
바람직하지만, 차동 적분기 (309) 의 입력과 출력 사이에 동일 결과를 제공하는 다른 관계가 당업자에게
는 자명할 것이므로, 반드시 필수적인 것은 아니다.

가변 감쇠기 (313) 는 듀플렉서 (312) 로부터 수신된 전송 신호에 감쇠를 혼입시킴으로써, 차동 <25>
적분기 (309) 에 의하여 결정된 전압에 있어서의 이러한 감소에 응답한다. 이러한 감쇠는 차동 적분기 
(309) 에 의하여 결정된 전압이 감소하는 양에 비례하여 증가된다. 또한, 차동 적분기 (309) 로부터의 DC 
전압이  11  볼트  아래로  감소하기  시작할  때는,  저주파  발진기  (316)  는  저주파  신호를  발생하기 
시작하고, 이 신호는 유도기 (322) 및 동축 케이블 (251) 을 통하여 모뎀 인터페이스 시스템 (252) 으로 
전송된다. 이 저주파수 신호는 제어 시스템 (254) 및 모뎀 인터페이스 시스템 (252) 에서 사용되는 전력 
경보 신호를 발생시켜, 다른 전력 제어기능을 수행한다. 차동적분기 (309) 로부터 DC 전압 감소를 사용하
여, 피드백루프를 수행하여 가변 감쇠기 (313) 에 의해 혼입되는 감쇠량을 증가시키는 다양한 대체예들은 
당업자에게는 자명할 것이다. 따라서, 전력 증폭기로부터의 출력 신호의 전력이 소정의 최대치에서 유지
되고, 따라서 전력 증폭기 (306) 는 이러한 소정의 최대치를 넘는 출력 전력 레벨을 만들어 내지 못하게 
된다.

고주파 발진기 (325) 는, 다양한 전화 통화 및 다른 통신 세션들이 수행되는 Rx 및 Tx 신호의 주<26>
파수들에 가까운 주파수를 갖는 신호손실 검출신호를 지속적으로 발생시킨다. 바람직한 실시예에서, 이 
주파수는 동축 케이블 (251) 로 전송되었을 때 Rx 및 Tx 신호들이 겪게 되는 것과 비슷한 신호 손실을 주
파수손실 검출 신호가 겪기에 충분할 정도로 Rx 및 Tx 신호들에 가까워야 한다. 그러나, Rx 및 Tx 신호들
의 주파수에 가깝지 않은 주파수를 갖는 신호손실 검출신호들을 사용하는 것은 또한 본 발명의 작동에 모
순되지는 않는다. 또한, 신호 손실 검출 신호가 동축 케이블을 통한 전송에 의하여 겪게 되는 손실량이 
측정될 수 있도록, 이러한 신호손실 검출신호의 강도가 엄격히 제어된다. 신호 손실 검출 신호는 저역통
과 필터 (330), 커패시터 (321) 및 저항 (329) 을 통하여, 신호를 모뎀 인터페이스 시스템 (252) 으로 보
내는, 동축 케이블 (251) 로 전송된다. 전력 분배 시스템 (300) 은 동축 케이블 (251) 을 거쳐서 모뎀 인
터페이스 시스템 (252) 으로부터 DC 전압을 수신하고, 그 전력을 각각의 도면에는 나타나 있지 않은 접속
선을 통하여 안테나 인터페이스 시스템 (270) 을 구성하는 각종 다른 시스템으로 분산시킨다.

도 4 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라 구성된 모뎀 인터페이스 시스템 (252) 의 블록도이다. 도 3 의 <27>
안테나 인터페이스 시스템 (270) 으로부터의 증폭된 Rx 신호는 동축 케이블 (251) 에 의하여 커패시터 
(352) 를 통하여 가변 감쇠기 (350) 로 전달된다. 다음, 감쇠기 (350) 로부터의 신호는 커플러 (355), 감
쇠기 (354) 및 듀플렉서 (356) 를 통하여 저잡음 증폭기 (358) 로 전달된다. 저잡음 증폭기 (358) 는 신
호를 증폭하여, 모뎀 뱅크 (260) 의 16 개의 모뎀들을 구성하는 4 개의 모뎀들을 각각 갖는 도면에 도시
되지  않은  4  개의  모뎀  시스템으로  제공되는  신호를  4  개로  나누는  (split)  스플리터  (360)  로, 
공급한다.  도 2  의  모뎀 뱅크 (260)  를  구성하는 4  개의 모뎀 시스템들로부터의 Tx  신호들은 가산기 
(362) 에 의해 결합되고, 그것들을 증폭하는 전력 증폭기 (364), 듀플렉서 (356), 가변 감쇠기 (354), 커
플러 (355) 및 감쇠기 (350) 등을 통하여 전달된다. 다음, 결과적인 Tx 신호는 커패시터 (352) 및 동축 
케이블 (251) 을 통하여 안테나 인터페이스 시스템 (270) 으로 전달된다. 전력 발생 시스템 (380) 은 동
축 케이블 (251) 로 유도기 (382) 를 통하여 연결된다.

대역통과 필터 (366) 는 커플러 (355) 로부터 감쇠기 (350) 의 출력의 신호에 비례하는 신호를 <28>
수신하고, 도 3 의 고주파 발진기 (325) 에 의해 발생되는 신호의 주파수가 아닌 신호 및 대부분의 노이
즈를 필터링한다. 이것은 고주파 발진기 (325) 로부터의 신호가 차동 적분기 (370) 의 입력에 인가된 상
응의 DC 전압을 발생시키는 검출기 (368) 로 전달되게 한다. 차동 적분기 (370) 는 검출기 (368) 로부터
의 전압과 그것의 다른 입력에 인가된 기준 전압사이의 차이에 기초하여, 가변 감쇠기 (350) 에 인가되는 
DC 전압을 발생시킨다. 차동 적분기 (370) 로부터의 신호는 가변 감쇠기 (350) 가 안테나 인터페이스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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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템 (270) 으로부터의 반송 신호의 강도를 대응하여 감소시키도록 하여, 따라서 동축 케이블 (251) 로 
혼입되는 손실이 정규화 될 것이며, 신호가 모뎀 뱅크 (260) 의 모뎀들 (262) 중의 하나에 의하여 쉽고 
적절히 복조될 수 있는 데시벨 범위내에 있을 수 있다. 기준 전압이 차동 적분기 (370) 로 인가되어, 동
축 케이블 (251) 의 신호손실이 증가함에 따라 가변 감쇠기 (350) 에 의해 혼입되는 감쇠가 줄어들어, 신
호가 안테나 인터페이스 카드와 모뎀 인터페이스 카드 사이를 지날 때 신호로 혼입되는 신호 손실량을 고
정시키게 된다. 바람직한 실시예에서, 신호 손실량은 적어도 이상적 구성 및 상태에 있는 동축 케이블 
(251) 만으로부터 기대되는 최대 손실량으로 설정된다. 이것은 모뎀에 인가되는 신호 강도가 동축 케이블 
(251) 의 길이의 변화 및 작동 환경과 온도의 변화에 불구하고 일정하게 유지하도록 한다. 전력 발생 시
스템 (380) 은 동축 케이블 (251) 과 유도기 (382) 를 통하여 안테나 인터페이스 시스템 (270) 으로 DC 
전압을 공급한다.

대역통과필터 (372) 는 도 3 의 저주파 발진기 (316) 에 의해 발생된 저주파수 신호가 유도기 <29>
(377) 및 커패시터 (378) 를 통하여 전송된 후에 검출기 (374) 로 전달되도록 한다. 검출기 (374) 가 이 
저주파 신호를 수신할 때, 검출기는 도 2 의 제어 시스템 (254) 에 인가되는 전력 경보 신호를 발생시킨
다. 극초단파 (UHF) 조정 레지스터 (376) 는 도 1 의 기지국 송수신기 시스템 (110) 으로부터 가입자 집
중화 시스템이 떨어져 있는 거리에 따라서 감쇠기 (354) 를 작동시키거나 작동중지시키도록 설정되어 있
다. 만약 가입자 집중화 시스템이 기지국 송수신기 시스템에 아주 가깝게 위치하고 있다면, 레지스터는 
감쇠기 (354) 를 작동시켜 듀플렉서 (356) 에 의하여 수신된 신호의 강도가 감소되도록 설정된다. 만약 
CSS 가 기지국 송수신기 (110) 에서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다면, UHF 조정 레지스터는 감쇠기 (354) 의 
작동을 중지시켜서 듀플렉서 (356) 에 인가된 신호 강도가 감소되지 않도록 설정된다. 이것은 가입자 집
중화 시스템에 신호를 전송하고 수신하는 개선된 동적 범위 (dynamic range) 를 제공하고, 따라서 기지국 
송수신기 (110) 와 가입자 집중화 시스템이 적절히 상호 작용할 수 있는 거리 범위를 증가시킨다. 도 2 
의 모뎀 뱅크 (260) 및 도 4 의 가산기 (362) 로부터의 전송 반송 신호는 또한 감쇠기 ((354) 와 (350))
를 통하여 전송되어지는데, 이는 이 신호가 수신과 송신의 반송 신호들사이의 데시벨 레벨 차이가 바람직
한 실시예에 나타나 있는 IS-95 기술표준에 공고된 소정의 범위내에 유지되도록 도와준다. 그러나, 요구
된다면, Tx 반송 신호가 감쇠기 (354) 를 우회할 수 있다고도 생각된다.

전술한 바와 같이, 동축 케이블을 통하여 안테나와 가입자 집중화 시스템을 연결시키는 송수신기 <30>
시스템을 제공함으로써, 개선된 송신 및 수신 능력을 갖는 가입자 집중화 시스템이 구현될 수 있다. 이것
은 그러한 송수신기 시스템이 가입자 집중화 시스템에 통합되어 있을 때, 가입자 장치가 가입자에 아주 
가까이 있으면서도 동시에 통신용 RF 신호가 더욱 더 쉽게 전송되고 수신될 수 있는 원거리에 안테나가 
위치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고주파 신호에 의하여 겪게 되는 손실에 기초하여, 반송 신호에 혼입되는 감쇠
의 양을 조정하는 모뎀 인터페이스 시스템과 동축 케이블을 통하여 전송되는 고주파 신호를 발생시키는 
안테나  인터페이스  시스템의  사용을  통해  제공되는,  자기통제  신호손실  제어능력  (self  regulating 
signal loss control capability) 에 의하여, 안테나를 가입자 집중화 시스템에 연결시키기 위하여 동축 
케이블을 사용할 수 있다. 이것은 신호 손실이 다양한 케이블 길이 및 구성, 그리고 온도를 포함하는 다
양한 환경적 상태에 걸쳐서 정규화될 수 있게 해주어, 모뎀들로 인가된 신호의 데시벨 레벨이 요구되는 
범위내에 있게 될 것이다. 동축 케이블을 통한 모뎀 인터페이스 시스템으로부터 안테나 인터페이스 시스
템으로의 전력 전송에 의하여 최적의 장소에 안테나를 두는 능력이 더욱 더 강화되며, 전력원과 아주 가
까운 거리에 송수신기 시스템을 두어야 하는 필요성이 없어진다.

또한, 모뎀 인터페이스가 추가의 신호 감쇠를 갖도록 구성됨으로써, 모뎀 인터페이스 시스템의 <31>
UHF 조정 레지스터의 사용은, 종래 기술의 표준 디지털 모뎀을 사용하여 가입자 집중화 시스템이 적절히 
동작할 수 있는 기지국으로부터의 거리 범위를 증가시킨다. 이것은 종래 기술의 디지털 모뎀이 가입자 집
중화 시스템내에서 사용될 수 있도록 하여, 가입자 집중화 시스템의 개발 및 실현 비용을 줄여 준다. 동
축 케이블을 통하여 전송된 저주파 신호로 모뎀 시스템을 시그널링하는 안테나 인터페이스 시스템에 위치
된 전력출력 검출회로의 사용은 송수신기 시스템내에서 전력 제어와 제한 기능을 제공한다. 이러한 전력 
제어 및 제한 기능은 전술한 송수신기 시스템을 통합한 가입자 집중화 시스템이, 전술한 바와 같이 전화 
통화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력 출력을 상당히 변화시켜야만 하는 CDMA 디지털 셀룰러 모뎀들을 활용하도록 
해준다. CDMA 디지털 셀룰러 모뎀들의 사용은 개선된 대역폭 사용과 모뎀들이 제공하는 통신 품질 때문에 
바람직한 것이다.

따라서, 디지털 셀룰러 모뎀들과 인터페이스를 위한 송수신기 시스템이 설명되어졌다. 본 발명의 <32>
다양한 대체 실시예들은 당업자에게는 자명할 것이다. 위에서 제공된 전형적인 실시예는 단지 설명을 위
한 것이고 발명의 범위를 제한하고자 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서는 안된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무선 주파수 신호를 수신 및 송신하는 안테나;

상기 무선 주파수 신호를 처리하기 위하여 상기 안테나에 연결되고, 상기 안테나에 의해 수신되
는 상기 무선 주파수 신호를 최소한의 잡음 유입으로 증폭하는 저잡음 증폭기, 상기 안테나에 의한 송신
용 출력 무선 주파수 신호를 발생시키기 위하여 상기 안테나에 연결되는 전력 증폭기, 송신에 앞서 상기 
출력 무선 주파수 신호를 감쇠시키기 위하여 상기 전력 증폭기에 연결되는 가변 감쇠기, 및 상기 전력 증
폭기가 소정의 레벨 보다 더 큰 전력 레벨을 갖는 신호를 발생시킬때 감쇠 신호를 생성하고 상기 가변 감
쇠기로 상기 감쇠 신호를 인가함에 의해 상기 가변 감쇠기를 제어하는 전력출력 검출회로를 구비하는 안
테나 인터페이스 시스템;

상기 안테나 인터페이스 시스템에 연결되는 제 1 단부, 및 제 2 단부를 갖고, 상기 무선 주파수 
신호를 전송하는 동축 케이블;

제 1 발진 신호를 상기 동축 케이블로 도입하기 위하여 상기 동축 케이블에 연결되는 제 1 발진

12-5

1019970706089



신호 발생회로;

상기 감쇠 신호에 응답하여 제 2 발진 신호를 발생시키는 제 2 발진신호 발생회로; 및

상기 무선 주파수 신호를 처리하기 위하여 상기 동축 케이블의 상기 제 2 단부에 연결되는 모뎀 
인터페이스 시스템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무선 전화 송수신기 시스템.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모뎀 인터페이스 시스템은,

상기 동축 케이블을 통하여 전송되는 상기 무선 주파수 신호들에 의하여 겪게 되는 손실을 정규
화하기 위하여 상기 동축 케이블에 연결된 제 2 가변 감쇠기; 및

상기 제 1 발진 신호에 기초하여 신호 손실량을 결정하고 이에 응답하여 상기 제 2 가변 감쇠기
를 조정함으로써, 상기 모뎀 인터페이스 시스템이 상기 동축 케이블에 따른 임의의 시변 (time-varying) 
손실에 의한 현저한 변동 없이 상기 동축 케이블을 통해 상기 안테나 인터페이스 시스템으로부터 무선 주
파수 신호를 수신하게 하는 전력손실 검출회로를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무선 전화 송수신기 시스
템.

청구항 3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모뎀 인터페이스 시스템은, DC 전력을 상기 동축 케이블을 통해 상기 안테나 인터페이스 시
스템으로 전달하기 위하여 상기 동축 케이블에 연결된 DC 전력원을 구비하고,

상기 안테나 인터페이스 시스템은, 상기 동축 케이블을 통하여 상기 모뎀 인터페이스 시스템으로
부터 상기 DC 전력을 수신하고, 상기 DC 전력을 분배하는 전력 분배 회로를 더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무선 전화 송수신기 시스템.

청구항 4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모뎀 인터페이스 시스템은, 상기 제 2 발진 신호를 검출하고 이에 응답하여 전력 경보 신호
를 발생시키는 전력 경보 센서를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무선 전화 송수신기 시스템.

청구항 5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안테나 인터페이스 시스템과 상기 안테나는, 개선된 무선 주파수 수신성능을 갖는 위치에 
서로 인접하여 배치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무선 전화 송수신기 시스템.

청구항 6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모뎀 인터페이스 시스템은,

상기 무선 주파수 신호를 수신하는 제 2 가변 감쇠기, 및

상기 제 2 가변 감쇠기를 제어하는 조정 레지스터를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무선 전화 송
수신기 시스템.

청구항 7 

무선파 신호를 수신 및 송신하는 수신 및 송신 수단;

상기 무선파 신호를 처리하기 위하여 상기 수신 및 송신 수단에 연결되어 상기 무선파 신호를 송
신 상태에 놓여지게 하고, 상기 수신 및 송신 수단에 의해 수신되는 상기 무선파 신호를 최소한의 잡음 
유입으로 증폭하는 증폭 수단, 상기 수신 및 송신 수단에 의한 송신용 출력 무선파 신호를 발생시키기 위
하여 상기 수신 및 송신 수단에 연결되는 전력 증폭 수단, 송신에 앞서 상기 출력 무선파 신호를 감쇠시
키기 위하여 상기 전력 증폭기에 연결되는 가변 감쇠 수단, 및 상기 전력 증폭 수단이 소정의 레벨 보다 
더 큰 전력 레벨을 갖는 신호를 발생시킬때 감쇠 신호를 생성하고 상기 가변 감쇠 수단으로 상기 감쇠 신
호를 인가함에 의해 상기 가변 감쇠 수단을 제어하는 전력출력 검출 수단을 구비하는 제 1 처리 수단;

상기 제 1 처리 수단에 연결되는 제 1 단부, 및 제 2 단부를 갖고, 상기 무선파 신호를 전송하는 
도전성 케이블;

제 1 발진 신호를 상기 도전성 케이블로 도입하기 위하여 상기 도전성 케이블에 연결되는 제 1 
발진신호 발생 수단;

상기 감쇠 신호에 응답하여 제 2 발진 신호를 발생시키는 제 2 발진신호 발생 수단; 및

상기 무선파 신호를 처리하기 위하여 상기 도전성 케이블의 상기 제 2 단부에 연결되어 상기 무
선파를 복조 상태에 놓여지게 하는 제 2 처리 수단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무선 전화 송수신기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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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8 

제 7 항에 있어서,

상기 제 2 처리 수단은,

상기 도전성 케이블을 통하여 전송되는 상기 무선파 신호들에 의하여 겪게 되는 손실을 정규화하
기 위하여 상기 도전성 케이블에 연결된 제 2 가변 감쇠 수단; 및

상기 제 1 발진 신호에 기초하여 신호 손실량을 결정하고 이에 응답하여 상기 제 2 가변 감쇠 수
단을 조정함으로써, 상기 제 2 처리 수단이 상기 도전성 케이블에 따른 임의의 시변 (time-varying) 손실
에 의한 현저한 변동 없이 상기 도전성 케이블을 통해 상기 제 1 처리 수단으로부터 무선파 신호를 수신
하게 하는 수단을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무선 전화 송수신기 시스템.

청구항 9 

제 7 항에 있어서,

상기 모뎀 인터페이스 시스템은, DC 전력을 상기 동축 케이블을 통해 상기 안테나 인터페이스 시
스템으로 전달하기 위하여 상기 동축 케이블에 연결된 DC 전력원을 구비하고,

상기 안테나 인터페이스 시스템은, 상기 동축 케이블을 통하여 상기 모뎀 인터페이스 시스템으로
부터 상기 DC 전력을 수신하고, 상기 DC 전력을 분배하는 전력 분배 회로를 더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무선 전화 송수신기 시스템.

청구항 10 

제 7 항에 있어서,

상기 모뎀 인터페이스 시스템은, 상기 제 2 발진 신호를 검출하고 이에 응답하여 전력 경보 신호
를 발생시키는 전력 경보 센서를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무선 전화 송수신기 시스템.

청구항 11 

제 7 항에 있어서,

상기 안테나 인터페이스 시스템과 상기 안테나는, 개선된 무선 주파수 수신성능을 갖는 위치에 
서로 인접하여 배치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무선 전화 송수신기 시스템.

청구항 12 

제 7 항에 있어서,

상기 모뎀 인터페이스 시스템은,

상기 무선 주파수 신호를 수신하는 제 2 가변 감쇠기, 및

상기 제 2 가변 감쇠기를 제어하는 조정 레지스터를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무선 전화 송
수신기 시스템.

청구항 13 

무선 주파수 신호를 처리하는 방법에 있어서,

(a) 안테나를 사용하여 상기 무선 주파수 신호를 수신하는 단계,

(b) 저잡음 증폭기를 사용하여 상기 무선 주파수 신호를 증폭하는 단계,

(c) 도전성 케이블을 통해 상기 무선 주파수 신호 및 제 1 발진 신호를 전달하는 단계,

(d) 상기 도전성 케이블에 의하여 도입된 신호 손실량을 결정하는 단계, 및

(e) 상기 신호 손실량에 기초하여 상기 무선 주파수 신호를 감쇠시키는 단계에 의해 상기 무선 
주파수 신호를 송신하는 단계; 및

(f) 전력 증폭기를 사용하여 상기 안테나에 의해 송신용 출력 신호를 발생시키는 단계, 및

(g) 상기 전력 증폭기가 소정의 레벨보다 큰 전력 레벨을 갖는 신호를 발생시킬 때, 상기 도전성 
케이블을 통해 송신될 제 2 발진 신호를 발생시키는 단계에 의해 상기 무선 주파수 신호를 송신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무선 주파수 신호 처리 방법.

청구항 14 

제 13 항에 있어서, 상기 (d) 단계는,

상기 도전성 케이블을 통하여 전송된 상기 제 1 발진 신호를 수신하는 단계, 및

수신 후의 상기 제 1 발진 신호의 강도에 기초하여 신호 손실량을 결정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
을 특징으로 하는 무선 주파수 신호 처리 방법.

청구항 15 

제 13 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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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도전성 케이블을 통하여 모뎀 시스템으로부터 안테나 인터페이스 시스템으로 전력을 전달하
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무선 주파수 신호 처리 방법.

청구항 16 

제 13 항에 있어서,

요구되는 감쇠량을 나타내는 정보를 저장하는 단계, 및

상기 저장된 정보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상기 무선 주파수 신호를 감쇠시키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무선 주파수 신호 처리 방법.

청구항 17 

무선 주파수 신호를 수신 및 송신하는 안테나;

상기 안테나에 연결된 안테나 인터페이스 시스템;

모뎀 뱅크;

상기 모뎀 뱅크에 연결된 모뎀 인터페이스 시스템;

상기 모뎀 인터페이스 시스템과 상기 안테나 인터페이스 시스템을 상호 연결하며, 상기 안테나 
인터페이스 시스템과 상기 모뎀 인터페이스 시스템 사이에서 무선 주파수 신호 및 제 1 발진 신호를 전송
하는 동축 케이블을 포함하고,

상기 안테나 인터페이스 시스템은 상기 모뎀 인터페이스 시스템으로의 송신을 위해 상기 안테나
에 의해 수신된 무선 주파수 신호를 처리하고, 그리고 상기 안테나로의 송신을 위해 상기 모뎀 인터페이
스 시스템에 의해 수신된 무선 주파수 신호를 처리하며,

상기 모뎀 인터페이스 시스템은 상기 안테나 인터페이스 시스템으로의 송신을 위해 상기 모뎀 뱅
크에 의해 수신된 무선 주파수 신호를 처리하고, 그리고 상기 모뎀 뱅크로의 송신을 위해 상기 안테나 인
터페이스 시스템에 의해 수신된 무선 주파수 신호를 처리하며,

상기 안테나 인터페이스 시스템은, 상기 안테나에 의해 송신되는 신호 전력이 소정의 임계치를 
초과하는지를 판정하고, 제 2 발진신호를 발생시켜 상기 동축 케이블을 통해 상기 제 2 발진신호를 전송
하는 수단을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가입자 집중화 송수신 시스템.

청구항 18 

제 17 항에 있어서,

상기 안테나 인터페이스 시스템은 상기 안테나에 의해 송신되는 신호의 송신 전력을 제한하는 수
단을 더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가입자 집중화 송수신 시스템.

청구항 19 

제 17 항에 있어서,

상기 모뎀 인터페이스 시스템은 상기 제 2 발진신호를 검출하는 수단, 및 이에 응답하여 경보를 
발생하는 수단을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가입자 집중화 송수신 시스템.

청구항 20 

제 17 항에 있어서,

상기 모뎀 인터페이스 시스템은, 상기 안테나에 의해 송신되는 신호를 수신하는 기지국이 소정의 
거리 내에 있는지를 식별하는 입력에 응답하여, 상기 안테나에 의한 후속되는 송신을 위해 상기 안테나 
인터페이스 시스템으로의 송신되는 신호의 전력을 감쇠하는 수단을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가입자 
집중화 송수신 시스템.

청구항 21 

제 17 항에 있어서,

상기 모뎀 인터페이스 시스템은, 상기 동축 케이블을 통해 상기 안테나 인터페이스 시스템으로 
DC 전력을 전송함으로써 상기 안테나 인터페이스 시스템에 전력을 공급하는 수단을 특징으로 하는 가입자 
집중화 송수신 시스템.

청구항 22 

제 17 항에 있어서,

상기 모뎀 인터페이스 시스템은, 상기 동축 케이블 내에서 발생하는 신호 손실량을 판정하고, 그
를 보상하기 위해 상기 안테나 인터페이스 시스템으로부터 상기 동축 케이블을 통해 수신되는 무선 주파
수 신호의 레벨을 정규화하는 수단을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가입자 집중화 송수신 시스템.

요약

디지털  모뎀들과  무선  주파수  신호들과의  인터페이스를  위한  송수신기  시스템이  설명되어져 
있다. 본 시스템은 동축 케이블을 통하여 안테나 인터페이스에 연결된 모뎀 인터페이스와 안테나를 포함
한다. 교환된 신호들의 전력 통제를 제공하기 위한 회로들은 전력 검출 회로들과, 모뎀 인터페이스 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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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라 안테나 인터페이스 내에 있는 감쇠기들을 포함한다.

대표도

도3

도면

    도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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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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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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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면4

12-12

101997070608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