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 대한민국특허청(KR)
(12) 등록특허공보(B1)

(51)Int. Cl.
6

H04B 1/707

(45) 공고일자   1999년08월16일

(11) 등록번호   10-0216349

(24) 등록일자   1999년05월28일
(21) 출원번호 10-1996-0015231 (65) 공개번호 특1997-0078077
(22) 출원일자 1996년05월09일 (43) 공개일자 1997년12월12일

(73) 특허권자 삼성전자주식회사    윤종용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매탄3동 416
(72) 발명자 오창헌

서울특별시 광진구 중곡3동 189-70

김성규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은행1동 주공아파트 116동 1001호
(74) 대리인 이건주

심사관 :    류동현

(54) 코드분할다중접속 통신시스템의 전파중계장치

요약

1. 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이 속한 기술분야

코드분할다중접속 통신시스템에 관한 것이다.

2. 발명이 해결하려고 하는 기술적 과제

전파 음영지역에 위치하는 이동국에도 서비스가 지원되도록 한다.

3. 발명의 해결방법의 요지

본 발명에 따른 CDMA 통신시스템의 전파 중계장치는; 공간상에 분산되어 접속된 다수의 제1분산안테나열
과, 상기 제1분산안테나열과는 별도로 공간상에 분산되어 접속된 다수의 제2분산안테나열과, 하나의 기지
국과, 상기 기지국과 상기 제1분산안테나열 및 상기 제2분산안테나열의 사이를 전기적으로 접속하고 있으
며, 상기 기기국으로부터 송출되는 신호를 수신하여 미리 설정된 시간동안 지연처리한 후 지연처리되지 
않은 신호와 지연처리된 신호를 각각 상기 제1분산안테나열 및 상기 제2분산안테나열로 송신하는 분산안
테나 인터페이스와, 상기 제1분산안테나열의 각분산안테나 각각에 대응하는 일련의 제1분산소자들과, 상
기 제2분산안테나열의 각분산안테나 각각에 대응하는 일련의 제2분산소자들로 이루어지며, 상기 일련의 
분산소자들중의 최초의 분산소자들은 상기 분산안테나 인터페이스와 상기 분산안테나 열중의 최초 분산안
테나의 사이에 각각 전기적으로 접속되어 상기 분산안테나 인터페이스로부터 송출되는 신호를 수신한 후 
소정 처리하여 상기 최초 분산안테나에 제공하며, 나머지의 분산소자들 각각은 이전의 분산소자에 의해 
처리된 후 출력되는 신호를 소정 처리하여 다음의 분산안테나로 제공하고 또한 다음의 분산소자로 제공하
며, 상기 분산소자들 각각은 이전의 분산소자에 의해 처리된 후 출력되는 신호가 전기적인 접속에 의해 
손실되는 만큼을 보상처리 한다.

4. 발명의 중요한 용도

건물내부, 지하철역, 지하상가 등에 위치하는 이동국에도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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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도

명세서

[발명의 명칭]

코드분할다중접속 통신시스템의 전파중계장치

[도면의 간단한 설명]

제1도는 본 발명에 따른 코드분할다중접속 통신시스템의 전파중계 장치에 대한 블럭구성도.

제2도는 제1도에서 분산안테나 인터페이스의 구성을 상세하게 보여주는 도면.

제3도는 제1도에서 분산소자의 구성을 상세하게 보여주는 도면.

*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00 : 기지국    

200 : 분산안테나 인터페이스

300 A1, 30O A2, 300 B1, 300 B2 : 분산소자

ANT A1, ANT A2, ANT B1, ANT B2 : 분산안테나

[발명의 상세한 설명]

본 발명은 코드분할다중접속 통신시스템의 전파 음영지역 특히, 건물 내(indoor)의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
한 전파중계장치에 관한 것이다.

통상 코드분할다중접속(CDMA : Code Division Multiple Access) 시스템과 같은, 셀룰라 통신시스템은 일
정 셀단위로 설치된 다수의 기지국(Base Station)과, 각 기 지국에 연결되어 해당 기지국으로부터 통학서
비스를 제공받는 다수의 이동국(Mobile Station)으로 이루어진다. 이때 각 기지국은 고정적으로 설치되지
만, 이동국은 사용자들의 위치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이동국의 위치는 건물내부, 지하철역, 
지하상가 등에도 위치할 수 있다. 기지국의 전파가 건물내부로 전단되는 경우에는 많은 경로 손실이 있게 
된다. 또한 건물내의 전파특성은 매우 짧은 지연을 가지는 다중경로(multipath) 페이딩(fading)으로 특징 
지워진다. 그러므로 기지국의 전파가 건물내부로 인입되는 경우에는 신호의 성능이 열화되는 문제점이 있
다. 또한 기지국의 전파가 벽 뒤편이나 엘리베이터로 전달되는 경우에는 섀도우(shadow)현상이 야기됨에 
따라 신호의 성능이 열화되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본 발명의 목적은 CDMA 통신시스템의 서비스 영역을 확장시키는 전파 중계장치 제공함에 있다.

본 발명의 다른 목적은 전파 음영지역에 위치하는 이동국에도 통화서비스를 지원하는 CDMA 통신시스템의 
전파중계장치를 제공함에 있다.

본 발명의 또 다른 목적은 기지국의 전파가 손실 없이 전달되도록 하는 CDMA 통신시스템의 전파중계장치
를 제공함에 있다.

본 발명의 또 다른 목적은 기지국으로부터 전달되는 신호가 열화 됨을 방지하는 CDMA 통신시스템의 전파
중계장치를 제공함에 있다.

상기와 같은 목적들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은 다수의 안테나들을 시간다이버시티 및 공간다이버시티로 
구성하고, 소정 기지국에 의해 코드분할다중접속 처리된 신호를 상기 구성된 시간다이버시티 및 상기 공
간다이버시티를 통해 해당하는 이동국으로 송출되도록 처리하는 CDMA 통신시스템의 전파중계장치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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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본 발명에 따른 CDMA 통신시스템의 전파 중계장치는, 공간상에 분산되어 접속된 다수의 제1분산안테나열
과, 상기 제1분산안테나열과는 별도로 공간상에 분산되어 접속된 다수의 제2분산안테나열과, 하나의 기지
국과, 상기 기지국과 상기 제1분산안테나열 및 상기 제2분산안테나열의 사이를 전기적으로 접속하고 있으
며, 상기 기기국으로부터 송출되는 신호를 수신하여 미리 설정된 시간동안 지연처리한 후 지연처리되지 
않은 신호와 지연처리된 신호를 각각 상기 제1분산안테나열 및 상기 제2분산안테나열로송신하는 분산안테
나 인터페이스와, 상기 제1분산안테나열의 각분산안테나 각각에 대응하는 일련의 제1분산소자들과, 상기 
제2분산안테나열의 각분산안테나 각각에 대응하는 일련의 제2분산자들로 이루어지며, 상기 일련의 분산소
자들중의 최초의 분산소자들은 상기 분산안테나 인터페이스와 상기 분산안테나 열중의 최초 분산안테나의 
사이에 각각 전기적으로 접속되어 상기 분산안테나 인터페이스로부터 송출되는 신호를 수신한 후 소정 처
리하여 상기 최초 분산안테나에 제공하며, 나머지의 분산소자들 각각은 이전의 분산소자에 의해 처리된 
후 출력되는 신호를 소정 처리하여 다음의 분산안테나로 제공하고 또한 다음의 분산소자로 제공하며, 상
기 분산소자들 각각은 이전의 분산소자에 의해 처리된 후 출력되는 신호가 전기적인 접속에 의해 손실되
는 만큼을 보상 처리한다.

바람직하기로, 상기 분산안테나 인터페이스는 상기 기지국으로부터 송출되는 신호를 적어도 1마이크로초 
이상 지연처리한 후 지연처리되지 않은 신호는 상기 제1분산안테나열로 송신하고, 지연처리된 신호는 상
기 제2안테나열로 송신한다. 상기 분산소자들 각각은 입력되는 신호에 대한 보상처리를 행한 후 이 보상 
처리된 신호를 미리 설정된 시간만큼 지연하여 다음의 분산소자로 제공한다. 상기 분산소자들 각각은 보
상 처리된 신호를 적어도 2.5마이크로초동안 지연한 후 다음의 분산소자로 제공한다. 상기 각 분산소자들
은 소정 케이블을 통해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상기 각 분산소자들은 이 케이블을 통해 공급되는 직류전
원에 따라 동작한다.

이하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의 상세한 설명이 첨부된 도면들을 참조하여 설명될 것이다.

우선 각 도면의 구성요소들에 참조부호를 부가함에 있어서, 동일한 구성요소들에 대해서는 비록 다른 도
면상에 표시되더라도 가능한한 동일한 부호를 가지도록 하고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또한 하기에서 본 발
명을 설명함에 있어, 관련된 공지기능 또는 구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본 발명의 요지를 불필요하게 
흐릴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상세한 설명은 생략할 것이다. 그리고 후술되는 용어들은 본 발명
에서의 기능을 고려하여 정의 내려진 용어들로서 이는 사용자 또는 칩설계자의 의도 또는 관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그 정의는 본 명세서 전반에 걸친 내용을 토대로 내려져야 할 것이다.

제1도를 참조하면, 본 발명에 따른 CDMA 통신시스템의 전파중계장치는 기지국(Base Station)(100)과, 분
산안테나장치(Distributed Antenna Apparatus)(150)로 이루어진다. 상기 기지국(100)은 송신을 위한 디지
탈신호를 처리하여 중간주파수신호로서 출력하고 수신되는 중간주파수신호를 처리하여 디지탈신호로서 복
원하는 디지탈신호처리부(110)와, 디지탈신호처리부(110)로부터 출력되는 중간주파수신호를 CDMA 고주파
신호로 처리하여 외부로 송신하고 외부로부터 수신되는 CDMA 고주파신호를 중간주파수신호로 처리하는 송
수신기(Transceiver)(120)로 구성된다. 이러한 구성은 본원 발명이 출원되는 시점에서 공지의 기술임을 
밝혀두는 바이다. 그리고 분산안테나장치(150)는 건물내부, 지하철역, 지하상가 등과 같은 전파 음영지역
에서도 서비스가 지원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시간다이버시티(time  diversity)와 공간다이버시티(space 
diversity)를 구성하는 분산안테나 인터페이스(DAI : Distributed Antenna Interface)(200)와 분산안테나
소자(DAE: Distributed Antenna Element)(300)로 구성된다.

상기 DAI(200)는 기지국(100)의 송수신기(120)와 DAE(300)의 사이에 전기적으로 접속되어, 상기 송수신기
(120)로부터 송신된 고주파신호(869∼894MHz) S11을 Tx_In단자로 수신하여 소정 감쇠 및 증폭처리한 후 
상기 처리된 신호를 Tx_OUT A단자를 통해 S14신호로서 출력하고, 상기 처리된 신호를 소정 시간만큼 지연
처리한 후 Tx_OUT B단자로 S15신호로서 출력한다. 상기 DAI(200)에서 출력되는 신호중 S15 신호는 이동국
(Mobile  Station)이  레이크수신기(RAKE  Receiver)로서 동작할 수 있도록 하는 신호로,  S14신호에 비해 
1.25μs지연된  신호이다.  또한  DAl(200)는DAE(300)로부터의  S16신호(824∼849MHz)  및 S17신호(824∼
849MHz)를 각각 Rx_IN A단자 및 Rx_IN B단자로 수신한 후 소정 감쇠 및 증폭처리하여 S12신호와 S13신호
를 각각 생성한 후 상기 생성된 신호 각각을 Rx-OUT A단자 및 Rx-OUT B단자를 통해 기지국(100)의 송수신
기(120)로 제공한다.

상기 DAE(300)는 공간상에 분산되어 접속된 일련의 안테나들(ANT A1, ANT A2)과 각 안테나들(ANT A1, ANT 
A2)에 대응하는 분산소자들(30OA1, 30OA2)로 이루어지는 제1분산안테나소자열(String A)과, 상기 제1분산
안테나소자열(String A)과는 다른 공간상에 분산되어 접속된 일련의 안테나들(ANT B1, ANT B2)과 각 안테
나들(ANT  B1,  ANT  B2)에 대응하는 분산소자들(300B1,  300B2)로 이루어지는 제2분산안테나소자열(String 
B)을 적어도 포함하여 구성된다. 여기서 유의할 점은 각 분산안테나소자열중의 분산소자(30OA1)와 분산소
자(300B1)는 어느 한 공간상에 동일하게 위치하여 게1노드(Node #1)를 형성하고, 분산소자(300A2)와 분산
소자(300B2)는 다른 한 공간상에 동일하게 위치하여 제2노드(Node #2)를 형성함으로써 공간다이버시를 구
성한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상기 제1도에서 각 분산안테나소자열은 두 개의 부산소자 및 안테나만을 포함
하는 것으로 도시되어 있지만, 그 수는 더 확장될 수 있음을 유의하여야 한다.

어느 한 분산안테나소자(DAE)는 DAI 또는 다른 DAE로부터 신호를 받아 안테나를 통해 이동국으로 송신하
고, 이동국으로부터 수신된 신호를 다른 DAE 또는 DAI로 송신한다. 각 DAE는 기지국의 송수신기(120)로부
터 송신된 후 DAI(200)에 의해 처리된 후 출력되는 CDMA신호를 일정시간 지연시켜 전송하는데, 제1노드의 
2개의 DAE는 DAI(200)로부터 출력되는 0μs와 1.25μs지연된 신호를 각각 수신하여 2.5μs지연시킨 후 다
음 노드(Node #2)로 전송하고 또한 안테나(ANT A1, ANT B1)를 통해 이동국으로 전송한다. 그러면 이동국
은 두 노드로부터 전송된 신호를 수신하게 되므로 레이크수신기로서의 동작이 가능하다. 일예로 이동국이 
첫번째 노드에서 두 번째 노드로 이동하게 되면 이동국이 받는 0μs와 1.25μs지연된 신호의 세기는 작아
지고, 2.5μs 와 3.75μs지연된 신호의 세기가 커지게 되므로 이동국은 두번째 노드로부터 제공되는 신호
를 수신하게 된다. 이러한 동작이 이동국이 레이크수신기로서 동작함을 나타낸다.

제2도를 참조하면,  DAI(200)는  기지국(1000)의  송수신기(120)로부터 송신된 하나의 S11신호(869∼894M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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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는  감쇠기(211)와  증폭기(212)을  거친 후 2방향 전력 분배기(Power  Divider)(213)에  의해 S21신호와 
S22신호로 분배된다. 이때 S22신호는 지연소자(216)에 의해 S21신호보다 1.25μs 더 지연된다. 이 지연값
은 이동국이 레이크수신동작을 하기 위한 것으로, 이를 위해서는 80OMHz 이동통신시스템의 환경에서는 적
어도 1μs/이상의 지연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또한 지연소자(216)에 의한 감쇄량만큼 증폭기(217)에 의해 
증폭된다.  상기  S21신호와  S22신호가  정상적으로  출력되는지  여부는  방향성  결합기(Directional 

Coupler)(214,218)에 의해 각각 모니터링(Monitoring)된다. 이후 상기 S21신호와 S22신호는 다시 감쇠기
(215)와 감쇠기(219)에 의해 각각 소정 감쇠된 후 Tx_OUT A단자와 Tx_OUT B단자를 통해 각각 S14신호 및 
S15신호로서 출력된다.

또한 DAI(200)는 DAE로부터의 신호를 Rx_IN A단자와 Rx_IN B단자를 통해 각 수신한다. 이렇게 수신된 S16
신호와 S17신호는 감쇠기들(221, 231, 223, 233, 225, 235)과 증폭기들(222, 232, 224, 234)에 의해 안정
된 레벨로 증폭된다. 상기 S16신호와 S17신호가 정상적으로 수신되는지 여부는 방향성 결합기
(Directional Coupler)(226, 236)에 의해 모니터링된다. 과도한 수신레벨이 기지국의 송수신기(120)로 입
력되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DAE(300)와 DAI(200)사이의 케이블 손실에 해당하는 만큼의 이득을 갖도록 가
변감쇠기(227, 237)은 수신레벨을 조정한다.

제3도를  참조하면,  DAE는  DAI(200)  또는  다른  DAE로부터  수신한  신호를  안테나(ANT)를  통해 이동국
(Mobile  Station)에  송신하고(이하 순방향 안테나경로라 칭함).  이동국으로부터 송신된 신호를 안테나
(ANT)를 통해 수신하여(이하 역방향안테나경로라 칭함) 다른 DAE 또는 DAI(200)로 전송한다. 또한 DAE는 
DAI 또는 다른 DAE로부터 수신한 신호를 다른 DAE에 전달하고(이하 순방향 중계경로라 칭함), 다른 DAE로
부터 수신한 신호를 다른 DAE 또는 DAI에 전달(이하 역방향 중계경로라 칭함)한다. 제3도에서 PTH1는 순
방향  중계경로를  나타내고,  PTH2는  순방향  안테나경로를  나타내고,  PTH3는  역방향  안테나경로를 

나타내고, PTH4는 역방향 중계경로를 나타낸다.

먼저 순방향 경로에 대해 설명한다.

제3도에서 DAE로 입력되는 신호는 가변감쇠기(311)에 의해 DAE와 DAE사이에 접속된 케이블 또는 DAI와 
DAE사이에 접속된 케이블의 손실(제1도의 길이 d만큼의 손실)에 해당하는 만큼이 순방향 중계경로(PTH1)
상에서 보상될 수 있도록 레벨이 조정된다. 이 케이블손실을 보상하는 방법은 사용 케이블의 종류와 케이
블의 길이 d가 정해지면 케이블의 손실이 결정되기 때문에 이 케이블손실만큼 증폭기(312)에 의해 레벨 
증폭되도록 하면된다. 그러나 케이블의 길이 d는 DAE마다 다를수 있고이에 따라 케이블 손실값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가변감쇠기(311)를 이용하여 시스템 설치시 이 감쇠값을 조정하므로서 순방향/역방향 중계경
로의 출력레벨이 항상  일정하게 유지되도록 한다.  상기  증폭기(312)를  거친  신호는  2방향 전력분배기
(313)에 의해 2개의 신호, 즉 중계경로신호 S31과 안테나 경로신호 S32로 분배된다. 중계경로 신호 S31은 
지연소자(314)에 의해 2.5μs만큼 지연된 후 지연소자(314)의 감쇠량만큼 증폭기(315)에 의해 증폭되어 
다른 DAE로 출력된다. 안테나 경로신호 S32는 다시 가변감쇠기(316)에 의해 안테나(ANT) 단자를 통해 출
력되는 송신신호의 레벨이 일정한 레벨이 되도록 다시 제어된다. 이 가변감쇠기(316)에 의해 감쇠된 후 
출력되는 신호는 증폭기(317)에 의해 증폭된 후 듀플렉서(Duplexer)(320)를 통해 안테나(ANT)로 전송되어 
공간상으로 방사된다. 이렇게 방사된 신호는 이동국(Mobile Station)에 수신된다.

다음에 역방향 경로에 대해 설명한다.

DAE로 입력되는 신호는 가변감쇠기(323)에 의해 DAE사이의 케이블손실에 해당하는 만큼의 손실이 역방향 
중계경로상에서 보상될 수 있도록 레벨이 조정된다. 이 가변감쇠기(323)에 의해 감쇠된 신호는 증폭기
(324)에  의해  증폭된  후  지연소자(325)에  의해  2  .5μs만큼  지연된  후  2방향  전력  합성기(Power 
Combiner)(326)에 의해 역방향 안테나 경로신호와 합성된다. 안테나(ANT)로부터 수신된 신호는 듀플렉서
(320)를 거쳐 저잡음증폭기(Low Noise Amplifier)(321)로 인가되어 저잡음증폭된다. 이 저잡음증폭된 신
호는 역방향 안테나 경로신호의 레벨을 일정하게 맞추기 위한 가변감쇠기(322)에 의해 그 레벨이 조정된
다. 이 가변감쇠기(322)에 의해 레벨이 조정된 역방향 안테나 경로신호는 전력합성기(326)에 의해 역방향 
중계경로신호와 합성되고. 증폭기(327)에 의해 증폭된 후 DAI 또는 DAE로 전송된다.

상기에서 순방향/역방향 중계경로 모두 DAI와 DAE사이 또는 DAE와 DAE사이의 케이블손실을 DAE에서 계속 
보상하여 다음단의 DAE로 전송하기 때문에 서비스 영역을 증가시키고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
다. 그리고 각 분산소자의 동작에 필요한 직류(DC)전원은 케이블을 이용하여 공급되며, 각 분산소자는 이
를 커플링하여 사용한다. 따라서 각 분산소자에 별도로 DC전원을 공급할 필요가 없다.

상술한 바와 같이 본 발명은 다수의 안테나들을 시간다이버시티 및 공간다이버시티로 구성하고, 소정 기
지국에 의해 CDMA 처리된 신호를 상기 구성된 시간다이버시티 및 상기 공간다이버시티를 통해 해당하는 
이동국으로 송출되도록 처리하는 전파중계장치를 제공한다. 이에 따라 건물내부, 지하철역, 지하상가 등
과 같은 전파 음영지역에 위치하는 이동국에도 통화서비스를 확장시킬 수 있는 잇점이 있다. 또한 기지국
의 전파가 열화되거나 손실됨이 없이 해당하는 이동국에 전달되도록 하는 잇점이 있다.

한편 본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서는 구체적인 실시예에 관해 설명하였으나, 본 발명의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여러 가지 변형이 가능함은 물론이다. 그러므로 본 발명의 범위는 설명된 실시예에 국
한되어 정해져서는 안되며 후술하는 특허청구의 범위뿐 만 아니라 이 특허청구의 범위와 균등한 것들에 
의해 정해져야 한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코드분할다중접속처리 된 신호를 송수신하는 코드분할다중접속 통신시스템의 전파중계장치에 있어서, 공
간상에 분산되어 접속된 다수의 제1분산안테나열과, 상기 제1분산안테나열과는 별도로 공간상에 분산되어 
접속된 다수의 제2분산안테나열과, 하나의 기지국과, 상기 기지국과 상기 제1분산안테나열 및 상기 제2분
산안테나열의 사이를 전기적으로 접속하고 있으며, 상기 기지국으로부터 송출되는 신호를 수신하여 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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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된 시간동안 지연처리한 후 지연처리되지 않은 신호와 지연처리된 신호를 각각상기 제1분산안테나열 
및 상기 제2분산안테나열로 송신하는 분산안테나 인터페이스와, 상기 제1분산안테나열의 각 분산안테나 
각각에 대응하는 일련의 제1분산소자 상기 제2분산안테나열의 각 분산안테나 각각에 대응하는 일련의 제2
분산소자들로 이루어지며, 상기 일련의 분산소자들중의 최초의 분산소자들은 상기 분산안테나 인터페이스
와 상기 분산안테나열중의 최초 분산안테나의 사이에 각각 전기적으로 접속되어 상기 분산안테나 인터페
이스로부터 송출되는 신호를 수신한 후 소정 처리하여 상기 최초 분산안테나에 제공하며, 나머지의 분산
소자들 각각은 이전의 분소자에 의해 처리된 후 출력되는 신호를 소정 처리하여 다음의 분산안테나로 제
공하고 또한 다음의 분산소자로 제공하며, 상기 분산소자들 각각은 이전의 분산소자에 의해 처리된 후 출
력되는 신호가 전기적인 접속에 의해 손실되는 만큼을 보상처리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파중계장치.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분산안테나 인테페이스는 상기 기지국으로부터 송출되는 신호를 적어도 1마이크로
초 이상 지연처리한 후 지연처리되지 않은 신호는 상기 제1분산안테나열로 송신하고, 지연처리된 신호는 
상기 제2안테나열로 송신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파중계장치.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분산소자들 각각은 입력되는 신호에 대한 보상처리를 행한 후 이 보상 처리된 신호
를 미리 설정된 시간만큼 지연하여 다음의 분산소자로 제공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파중계장치.

청구항 4 

제3항에 있어서, 상기 분산소자들 각각은 보상 처리된 신호를 적어도 2.5마이크로초동안 지연한 후 다음
의 분산소자로 제공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파중계장치.

청구항 5 

제4항에 있어서, 상기 각 분산소자들은 소정 케이블을 통해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상기 각 분산소자들은 
이 케이블을 통해 공급되는 직류전원에 따라 동작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파중계장치.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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