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특허  10-0434336

- 1 -

(19)대한민국특허청(KR)

(12) 등록특허공보(B1)

(51) 。Int. Cl.7

H04B 7/14

(45) 공고일자

(11) 등록번호

(24) 등록일자

2004년06월04일

10-0434336

2004년05월24일

(21) 출원번호 10-2002-0009334 (65) 공개번호 10-2003-0069522

(22) 출원일자 2002년02월21일 (43) 공개일자 2003년08월27일

(73) 특허권자 이노에이스(주)

서울 관악구 봉천동 산 4-1 번지 서울대 연구공원 내 SK 연구동

(72) 발명자 이정환

경기도부천시오정구작동21-7

김천원

경기도수원시장안구조원동861번지조원뉴타운213동701호

이창욱

경기도김포시북변동816번지풍년마을

김형근

경기도시흥시신천동29블럭1롯트뉴월드아파트102동412호

(74) 대리인 이종일

심사관 : 전종성

(54) 이동통신 시스템의 간섭신호 제거 기술을 이용한 광대역무선중계장치

요약

본 발명은 이동통신 시스템의 간섭신호 제거 기술을 이용한 광대역 무선중계장치에 관한 것이다. 특히, 이동통신 시

스템의 무선중계장치 및 스마트 안테나 시스템에서 채널별 동일한 위상을 갖도록 위상 제어, 이득 제어를 이용하여 

송신측 안테나로 궤환되는 간섭신호를 제거함과 더불어 이 기술을 이용하여 음영지역, 도심지역 서비스가 가능토록 

하는 아이솔레이션(ISOLATION) 확보가 가능한 광대역 무선중계장치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에 따르면, 기지국으로부터 무선 수신된 신호를 증폭하여 동일한 주파수로 중계하는 이동통신 시스템의 광대

역 무선중계장치에 있어서, 동일한 주파수의 무선 중계를 위한 주파수 경로를 설정하는 RF스위치와; 간섭신호 측정시

중간주파수(IF)를 지연시키며, 서비스 운용시 중간주파수 지연을 바이-패스하는 IF지연부와; 송신 경로의 주파수를 

상향(UP)시켜 변조하기 위한 주파수 상향 변조부와; 송신 신호를 증폭하기 위한 증폭부와; 송신 신호의 원하는 대역

외 불요파 신호를 제거하는 필터링부와; 상기 증폭기의 출력을 받아서 전파 음역지역 및 도심 지역으로 전파를 보내

기 위한 송신 안테나를 구비하는 송신단과;

기지국으로부터 도래되는 전파 및 송신 안테나로부터 궤환되는 간섭 신호를 수신하는 수신용 어레이 안테나와; 상기 

어레이 안테나로부터 수신되는 수신 신호의 원하는 대역외 불요파 신호를 제거하는 대역통과 필터부와; 상기 어레이 

안테나로 수신된 RF 신호의 잡음 성분을 억제한 상태에서 본래의 신호만을 증폭시켜 수신 신호의 감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증폭부와; 각각의 채널 위상을 조절하기 위한 위상가변부와; 수신 경로의 주파수를 하향시켜 변조하기 위한 주

파수 하향 변조부와; 각각의 채널의 진폭을 제어하고 채널간 위상값을 비교하기 위한 위상 비교부와; 상기 어레이 안

테나를 통해 각각의 채널별로 하향주파수 변조된 신호를 통해 나오는 위상을 1번 채널을 기준으로 전력 검출하여 이

득 차이를 비교하는 이득비교부와; 상기 위상 비교부의 위상 정보를 이용하여 주신호의 에러율이 적은 체널의 위상값

과 진폭값을 선택하거나 다른 채널의 위상이나 진폭을 모두 적용하여 최대 출력으로 주신호 에러를 감소시키기 위한 

벡터값 최적화부와; 각 채널별 출력 레벨을 검출하고 저장하기 위한 합성 모듈을 구비하는 수신단을 포함하는 이동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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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시스템의 간섭 신호 제거 기술을 이용한 광대역 무선중계장치가 제시된다.

대표도

도 1

색인어

이동통신 시스템, 광대역 무선중계장치, 간섭신호 제거, 아이솔레이션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에 따라 순방향으로 링크되는 이동통신 시스템의 간섭신호 제거 기술을 이용한 광대역 무선중계장치

를 나타낸 전체 구성 블록도이다.

도 2는 본 발명에 따른 광대역 무선중계장치의 수신측 신호 측정 및 간섭신호 측정에 관련된 알고리즘을 나타낸 도면

이다.

도 3은 본 발명에 따른 광대역 무선중계장치의 간섭 신호 계산에 관련된 알고리즘을 나타낸 도면이다.

도 4는 본 발명에 따른 광대역 무선중계장치의 정상 운용시에 구동되는 알고리즘을 나타낸 도면이다.

<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
100 : RF 스위치 102 : 중간 주파수(IF) 지연부

104 : 위상이동부(PHASE STEP) 106 : 위상감시부(PHASE MONITOR)

108 : 위상옵셋부(PHASE OFFSET) 110 : 이득제어부(GAIN CONTROL)

112 : 송신측 증폭부(HPA) 114 : 필터링부(BPF)

116 : 송신측 안테나 118 : 수신측 어레이 안테나

120 : 대역통과필터부 122 : 수신측 증폭부

124 : 위상가변부 126 : 주파수 하향 변조부

128 : 위상비교부 130 : 이득비교부(GAIN OFFSET)

132 : 백터값 최적화부(VECTOR VALUE OPTIMIZER)

134 : 합성모듈 136 : 주파수 상향 변조부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이동통신 시스템의 간섭신호 제거 기술을 이용한 광대역 무선중계장치에 관한 것이다. 특히, 이동통신 시

스템에서 무선 수신된 주파수와 동일한 주파수로 중계하는 무선 중계장치에서 간섭신호 제거 기술을 적용한 발진 방

지용 광대역 무선 중계장치에 관한 것이다.

종래에는 송수신 안테나간 분리도 확보의 어려움에 따라 원하는 만큼의 출력을 방사하지 못해 커버리지 에어리어가 

적은 단점이 있고, 이동통신 시스템의 국내외 각 사업자별로 커버리지 에어리어(COVERAGE AREA) 확장 및 전파의 

음영지역을 해소 목적으로 대부분 중계기와 중계기 솔루션(SOLATION)을 사용하고 있다. 초기 중계기는 RF 중계기 

위주로 지하철 역사, 터널의 전파 음영 지역에서 대부분 사용되었다. 현재는 아날로그 광중계기 뿐만 아니라 변파중

계기, 디지털 광중계기, RF 중계기의 용량에 따른 소형 중계기 등 외에 사용으로 엄청난 수요가 예상된다.

특히, RF 중계기는 안테나(ANT)간의 분리도 확보 문제로 출력에 제한이 있어 원하는 커버리지 에어리어에 사용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 이에 중계장치는 기지국과 단말기 사이에 위치하여 기지국의 신호를 다른 경로를 통해 낮은 수

신 신호 레벨을 수신하여 양호한 통화 품질 레벨의 기지국과 같은 신호를 증폭한 후, 재발사하여 양호한 통화 품질을 

제공해준다. 중계 시스템은 미약한 전파를 수신하여 증폭한 후, 증폭한 신호를 다시 송신하는 기능을 수행하는데 이를

위해 별도의 수신 안테나와 송신 안테나가 필요로 한다.

송신 안테나에서 수신 안테나로 궤환되어 들어오는 간섭 신호를 스마트 안테나 기술인 공간신호 처리 기술을 이용하

여 제거함으로써 중계기가 안정되게 동작 할 수 있는 동시에 송수신 안테나간의 이격 거리를 현저히 줄일 수 있어 중

계기의 설치 및 운용서비스에 많은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수신 안테나를 통해 들어오는 신호들 중에서 중계기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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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의 송신 신호 증폭에 의하여 유입된 송신 신호가 다시 증폭되어 중계기가 포화, 발진 등으로 중계기가 제대로 동작

하지 못하여 통화 품질이 저하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또한, 수신 안테나를 통해 들어오는 신호들 중에서 송신 신호에 의한 간섭 신호를 제거하는 것은 중계 장치에서 반드

시 해결해야 할 과제이기도 하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따라서, 본 발명은 상기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서 본 발명의 목적은 간섭신호 제거 회로를 중계기 내부에 

구성하여 셀룰라 및 PCS, IMT-2000 이동통신망용 중계장치에 추가하거나, 혹은 또 따른 방식의 간섭신호 제거회로

와 연동시켜 간섭 신호 제거 능력을 극대화시키는데 있다.

본 발명의 다른 목적은 지하 또는 건물내의 소형 중계기 뿐만 아니라 음역 지역에서도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하여 향

후 광대역 이동통신망을 위한 새로운 중계장치를 제공토록 하는데 있다.

본 발명의 또 다른 목적은 새로운 무선 중계기를 구현하여 광대역 이동통신망(셀룰라, PCS, IMT-2000) 중계장치를 

개활지역 및 옥내 서비스용으로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다.

상기의 본 발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기술적 사상으로서 본 발명에 따르면, 이동통신 시스템의 무선중계장치 및 

스마트 안테나 시스템에서 채널별 동일한 위상을 갖도록 위상 제어, 이득 제어를 이용하여 송신측 안테나로 궤환되는

간섭신호를 제거함과 더불어 이 기술을 이용하여 음영지역, 도심지역 서비스가 가능토록 하는 이동통신시스템의 간

섭신호 제거 기술을 이용한 광대역 무선중계장치가 제공된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이하, 본 발명의 실시예에 대한 구성 및 그 작용을 첨부한 도면을 참조하면서 상세히 설명하기로 한다.

도 1은 본 발명에 따른 순방향으로 링크되는 이동통신 시스템의 간섭 신호 제거 기술을 이용한 광대역 무선중계장치

를 나타태는 전체 구성 블록도이다.

도 1을 살펴보면, 송신단에는 동일한 주파수의 무선 중계를 위한 주파수 경로를 설정(ON, OFF)하는 RF스위치(100)

와; 간섭신호 측정시 중간주파수(IF)를 지연을 10μsec정도 적용하고, 서비스 운용시 중간주파수 지연을 바이-패스(

BY PASS)하 는 IF지연부(IF DELAY; 102)와; 송신 경로의 주파수를 상향(UP)시켜 변조하기 위한 주파수 상향 변조

부(136)와; 일정 주기로 위상 변동을 주어 간섭 신호와 주신호의 구분을 할 수 있도록 응용하여 중계기 연동시 초기 

테스트 모드에 적용되며, 주기마다 모니터링을 위해 실시하는 위상이동부(PHASE STEP; 104)와; 상기 주신호와 간

섭 신호를 모니터링하여 간섭 신호의 제거 여부를 스펙트럼 분석기를 이용하여 아날로그 신호 및 디지털 신호로 분석

하여 벡터값 최적화부(132)로 전달하는 위상감시부(PHASE MONITOR; 106)와; 벡터값 최적화부(132)에서 최적의 

벡터값이 이루어지도록 위상을 가변하는 위상옵셋부(PHASE OFFSET; 108)와; 벡터값 최적화부(132)의 주신호 에

러 정도에 따라 변화하는 이득을 보상하기 위한 이득제어부(GAIN CONTROL; 110)와; 송신 신호를 증폭하기 위한 

증폭부(HPA; 112)와; 송신 신호의 원하는 대역외 불요파 신호를 제거하는 필터링부(BPF; 114)와; 상기 증폭기(112)

의 출력을 받아서 전파 음역지역 및 도심 지역으로 전파를 보내기 위한 송신 안테나(116)로 이루어져 있다.

여기서, 상기 RF스위치(100)는 주파수 상향 변조부(136)의 입력단에 위치하며, 위상이동부(104), 위상감시부(106), 

위상옵셋부(108), 이득제어부(110)는 송신측 증폭부(112)의 입력단과 결합되어 있다.

수신단에는 기지국으로부터 도래되는 전파 및 송신 안테나로부터 궤환되는 간섭 신호를 수신하는 수신용 어레이 안

테나(118)와; 상기 어레이 안테나(118)로부터 수신되는 수신 신호의 원하는 대역외 불요파 신호를 제거하는 대역통

과 필터부(120)와; 상기 어레이 안테나(118)로 수신된 RF 신호의 잡음 성분을 억제한 상태에서 본래의 신호만을 증

폭시켜 수신 신호의 감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증폭부(122)와; 각각의 채널 위상을 조절하기 위한 위상가변부(124)와; 

수신 경로의 주파수를 하향시켜 변조하기 위한 주파수 하향 변조부(126)와; 각각의 채널의 진폭을 제어하고 채널간 

위상값을 비교하기 위한 위상비교부(128)와; 상기 어레이 안테나(118)를 통해 각각의 채널별로 하향주파수 변조된 

신호를 통해 나오는 위상을 1번 채널을 기준으로 전력 검출하여 이득 차이를 비교하는 이득비교부(130)와; 상기 위상

비교부(128)의 위상 정보를 이용하여 주신호의 에러율이 적은 체널의 위상값과 진폭값을 선택하거나 다른 채널의 위

상이나 진폭을 모두 적용하여 최대 출력으로 주신호 에러를 감소시키기 위한 벡터값 최적화부(VECTOR VALUE OP

TIMIZER; 132)와; 각 채널별 출력 레벨을 검출하고 저장하기 위한 합성 모듈(134)로 이루어져 있다.

이 때, 상기 벡터값 최적화부(132)에서는 최대 출력으로 주신호 에러를 줄이는 MOD 1 방식을 사용하며, 수신측 간섭

신호의 이득, 위상, 기준 채널(채널1번)과 동일하게 셋팅하는 이득 보정 및 위상 보정수단이 더 포함되어 있다.

또한, 상기 벡터값 최적화부(132)에서는 최대 출력으로 주신호 에러를 줄이는 MOD 2 방식을 사용할 수 있으며, 주신

호의 에러 정도를 소프트 데이터에 의한 연산으로 판단하거나 예측된 값을 적용하고 마이크로프로세서에서 미세 조

정을 수행하는 수단이 더 포함되어 있다.

이어서, 본 발명에 의한 이동통신시스템의 간섭신호제거 기술을 이용한 광대역 무선중계장치의 각 구성요소의 동작 

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무선 중계 장치의 초기화 명령 입력이 되고 초기화 명령이 전달되면 안테나로부터 수신된 수신측 신호측정을 

위해 송신측 RF 스위치(100)가 경로를 차단한다.

수신측 안테나(118)로부터 기지국 주신호를 수신하면, 각 채널별 수신측 이득과 위상을 이득비교부(130)와 위상비교

부(128)에서 비교하며, 마이크로프로세서에 이득 및 위상데이터가 저장된다. 마이크로프로세서에서는 각 채널의 위

상, 이득 보정 연산이 실행되고, 합성모듈(134)에서 각 채널별 출력 레벨이 검출되며 마이크로프로세서에 출력 레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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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가 저장된다. 그리고 간섭 신호의 이득, 위상, 출력 레벨 측정을 하게 된다.

송신측 RF 스위치(100)가 ON되어 경로설정이 되면 이득비교부(130)에서 각 채널별 수신측 간섭 신호 이득을 비교한

후 마이크로프로세서에 각 채널별 수신측 간섭 신호 위상 데이터가 저장되며, 위상비교부(128)에서 각 채널별 수신측

간섭 신호 위상을 비교한 후 마이크로프로세서에 각 채널별 수신측 간섭 신호 위상 데이터가 저장된다.

다음으로 간섭 신호 연산을 하는 단계로써 각 채널별 수신측 간섭 신호 위상 데이터가 저장된다. 그 후, 간섭 신호 연

산을 하는 단계로써 각 채널의 수신측 간섭 신호의 위상, 이득 백터값 최적화부(132)에서 최대 출력으로 주신호 에러

를 줄이는 MOD 1이 실행되면 수신측 간섭 신호의 이득, 위상을 기준 채널(채널1번)과 같게 동일하게 SETTING하는 

이득, 위상 보정을 하며 이득, 위상 데이터가 저장되고 백터값 최적화부(132)에서 최대 출력으로 주신호 에러를 줄이

는 MOD 2가 실행되면 주신호의 에러 정도를 소프트 데이터에 의한 연산으로 판단하거나 예측된 값을 적용하고 프로

세서에서 미세조정을 한 후 백터값 지정을 한다.

그리고, 각 채널의 합성모듈(134)에서 간섭 신호가 적용되면 송신측 레벨을 검출하고 저장한다. 이 때, 레벨 오차 발

생시 위상옵셋부(108)를 적용하고나서, 10Hz 신호를 위상이동부(104)에 적용하여 10Hz 신호를 검출하며, 간섭 제거

상태를 파형 분석한 후 간섭 제거가 완료되면 동작을 종료함과 더불어 서비스 통보를 함으로서 정상운용이 가능하게 

된다.

도 2는 본 발명에 따른 이동통신시스템의 간섭 신호 제거 기술을 이용한 광대역 무선중계장치의 수신측 신호측정 및 

간섭 신호 측정에 관련된 알고리즘을 상세하게 나타낸 도면이다.

이동통신 시스템의 간섭 신호 제거 기술을 이용한 광대역 무선중계장치의 초기 모드 실행시 버젼(VERSION)으로 무

선중계장치의 초기화 명령을 입력하고(S200), 무선중계장치의 초기화 명령을 전달한 후(S202), 송신측 R/F 스위치

부(100)를 OFF하여 경로를 차단하고(S204) 기지국의 주신호를 수신하게 된다(S206).

이 때, 이득비교부(130)에서 각 채널별 수신측 이득을 비교한 후(S208) 마이크로프로세서에서 각 채널별 수신측 이

득 데이터(DATA)를 저장한다(S210). 또한, 위상비교부(128)에서 각 채널별 수신측 위상을 비교한 다음(S212), 마이

크로프로세서에서 각 채널별 수신측 위상 DATA를 저장한 후(S214) 각 채널별 수신측 이득을 보정(S216)함과 더불

어 각 채널별 수신측 위상을 보정한다(S218). 또한, 합성 모듈(134)에서는 각 채널별 수신측 바이-패스(BY PASS) 

모드시 출력 레벨을 검출한 후(S220) 마이크로프로세서에 DATA를 저장하게 된다(S222).

이어서, 간섭 신호를 측정하기 위해 송신측 RF스위치(100)를 ON하여 경로를 설정한 후(S224) 이득비교부(130)에서

각 채널별 수신측 간섭 신호의 이득을 비교한다(S226). 마이크로프로세서에서는 각 채널별 수신측 간섭 신호의 이득 

DATA를 저장한 후(S228) 위상비교부(128)에서 각 채널별 수신측 간섭 신호의 위상을 감시(S230) 및 비교한 다음(S

232) 각 채널별 수신측 간섭 신호의 위상 DATA를 저장한 후(S234) 위상 데이터를 감시하게 된다(S236). 이 때, 송

신측 RF스위치(100)는 OFF 상태가 된다(S238).

도 3은 본 발명에 따른 이동통신 스템의 간섭 신호 제거 기술을 이용한 광대역 무선중계장치의 간섭 신호 계산을 위한

알고리즘을 상세하게 나타낸 도면이다.

이동통신 시스템의 간섭 신호 제거 기술을 이용한 광대역 무선중계장치의 간섭 신호 모드 실행시 버젼으로 무선중계

장치의 간섭신호 모드1 실행시 백터값 최적화부(132)에서 각 채널별 수신측 간섭 신호의 이득을 기준 채널(1번채널)

과 동일하게 보정한 후(S240) 마이크로프로세서에 각 채널별 수신측 간섭 신호의 이득 보정 데이타를 저장한 다음(S

242) 이득 보정 데이터를 감시하게 된다(S244).

먼저, 간섭신호 모드1 실행시에는 각 채널의 수신측 간섭신호의 위상을 기준 채널(채널1번)과 동일하게 SETTING(

위상보정)하고(S246), 마이크로프로세서에 위상 보정 데이터를 저장한 후(S248) 위상보정 데이터를 감시하게 된다(

S250).

간섭신호 모드2 실행시에는 벡터값 최적화부(132)에서 각 채널별 수신측 간 섭 신호의 이득을 마이크로프로세서에 

각 채널별 수신측 간섭 신호의 이득을 연산하여 최적의 벡터값을 지정하고(S252), 마이크로프로세서에 최적의 이득 

벡터값을 저장한 후(S254) 최적의 이득 벡터값 저장 데이터를 감시하게 된다(S256).

다시 간섭신호 모드2 실행시에는 각 채널의 수신측 간섭 신호의 위상을 마이크로프로세서(백터값 최적화부)에서 연

산하여 최적의 백터값을 지정(S258)함과 더불어 최적의 위상 백터값 저장한 후(S260), 최적의 위상 백터값 저장 데

이터를 감시하게 된다(S262).

도 4는 본 발명에 따른 광대역 무선중계장치의 정상 운용시에 구동되는 알고리즘을 나타낸 도면이다.

먼저, 각 채널별 수신측 간섭 신호를 합성모듈(134)에서 합성하고(S264) 간섭신호 적용시 송신측 레벨을 검출한 후(

S266) 도 2의 합성모듈(134)에 각 채널별 수신측 By Pass 모드시의 출력 레벨 검출값(S220)과 상기 송신측 출력 레

벨 검출값을 비교한 다음, 마이크로프로세서에 비교 검출된 출력 레벨을 저장하게 된다(S270).

이 때, 출력레벨 오차를 판단하여(S272) 발진 상태가 발생되거나 이득이 저하되는 경우 알람(ALARM)을 발생시키며

(S274), 이상 발생시에는 송신측 RF 스위치를 OFF하여 경로를 차단하고(S276) 초기화 동작 상태로 수행하게 된다(

S278).

또한, 파형 분석기 모듈을 장착하여 원격에서 감시할 수 있게 모니터링을 할 수 있도록 하여(S280) 주신호와 간섭 신

호가 위상차가 발생하도록 위상을 이동시키는 PHASE OFFSET을 적용함(S282)과 더불어 PHASE STEP(10Hz 신

호)를 적용한다(S284).

그 후, 10Hz신호로 검출하여 판단 하며(S286) 간섭제거 상태를 파형분석기로 모니터링하는 단계(S288)를 거쳐 동작

종료 및 서비스를 통보(S290)한 후 정상적으로 운용된다(S292).

발명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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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에서와 같이 본 발명에 의한 이동통신 시스템의 간섭신호 제거 기술을 이용한 무선중계장치에 따르면 다음과 같

은 효과가 있다.

첫째, 본 발명에 따르면 기존의 무선중계장치에 추가 삽입되어 설치됨으로서 무선중계장치에서 요구되는 송수신 안

테나간 분리도를 확보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과도한 철탑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둘째, 본 발명에 의한 무선중계장치에 따르면 고출력의 방사가 가능하여 훨씬 큰 커버리지를 확보할 수 있다.

즉, 종래의 무선 주파수 중계기에서 송수신 안테나간의 분리도를 확보하기 어려워 출력을 원하는 만큼 방사하지 못하

여 커버리지가 적은 단점을 극복 할 수 있으므로 광중계기의 대체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또한, 광선로의 회선비용도 절감이 가능하며, 광중계기 수신단에 별도로 설치하여 광중계의 장점을 더욱 극대화 할 수

있다. 또한, 아파트나 밀집도심 지역의 옥상 난관에 설치하여 환경 친화가 가능하도록 설치하여 통화 장애가 심각한 

지역의 통화 품질을 개선할 수 있다.

세째, 본 발명에 의한 무선중계장치에 따르면 광대역으로 중계서비스를 할 수 있으므로 현재의 셀룰라망, 개인휴대통

신망(PCS), WLL망 및 향후 IMT-2000망과 스마트 안테나망에 적용하여 기지국수를 줄여서 운영상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기지국으로부터 무선 수신된 신호를 증폭하여 동일한 주파수로 중계하는 이동통신 시스템의 광대역 무선중계장치에 

있어서,

동일한 주파수의 무선 중계를 위한 주파수 경로를 설정하는 RF스위치와; 간섭신호 측정시 중간주파수(IF)를 지연시

키며, 서비스 운용시 중간주파수 지연을 바이-패스하는 IF지연부와; 송신 경로의 주파수를 상향(UP)시켜 변조하기 

위한 주파수 상향 변조부와; 송신 신호를 증폭하기 위한 증폭부와; 송신 신호의 원하는 대역외 불요파 신호를 제거하

는 필터링부와; 상기 증폭기의 출력을 받아서 전파 음역지역 및 도심 지역으로 전파를 보내기 위한 송신 안테나를 구

비하는 송신단과;

기지국으로부터 도래되는 전파 및 송신 안테나로부터 궤환되는 간섭 신호를 수신하는 수신용 어레이 안테나와; 상기 

어레이 안테나로부터 수신되는 수신 신호의 원하는 대역외 불요파 신호를 제거하는 대역통과 필터부와; 상기 어레이 

안테나로 수신된 RF 신호의 잡음 성분을 억제한 상태에서 본래의 신호만을 증폭시켜 수신 신호의 감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증폭부와; 각각의 채널 위상을 조절하기 위한 위상가변부와; 수신 경로의 주파수를 하향시켜 변조하기 위한 주

파수 하향 변조부와; 각각의 채널의 진폭을 제어하고 채널간 위상값을 비교하기 위한 위상 비교부와; 상기 어레이 안

테나를 통해 각각의 채널별로 하향주파수 변조된 신호를 통해 나오는 위상을 1번 채널을 기준으로 전력 검출하여 이

득 차이를 비교하는 이득비교부와; 상기 위상 비교부의 위상 정보를 이용하여 주신호의 에러율이 적은 체널의 위상값

과 진폭값을 선택하거나 다른 채널의 위상이나 진폭을 모두 적용하여 최대 출력으로 주신호 에러를 감소시키기 위한 

벡터값 최적화부와; 각 채널별 출력 레벨을 검출하고 저장하기 위한 합성 모듈을 구비하는 수신단을 포함하여 이루어

진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통신 시스템의 간섭 신호 제거 기술을 이용한 광대역 무선중계장치.

청구항 2.
청구항 1에 있어서, 상기 벡터값 최적화부에서 최대 출력으로 주신호 에러를 줄이는 MOD 1 방식을 사용하며, 수신측

간섭신호의 이득, 위상, 기준 채널(채널1번)과 동일하게 셋팅하는 이득 보정 및 위상 보정수단을 더 포함하는 것을 특

징으로 하는 이동통신 시스템의 간섭신호 제거 기술을 이용한 광대역 무선중계장치.

청구항 3.
청구항 1에 있어서, 상기 벡터값 최적화부에서 최대출력으로 주신호 에러를 줄이는 MOD 2 방식을 사용하며, 주신호

의 에러 정도를 소프트 데이터에 의한 연산으로 판단하거나 예측된 값을 적용하고 마이크로프로세서에서 미세 조정

을 수행하는 수단을 더 포함하는 특징으로 하는 이동통신 시스템의 간섭신호 제거 기술을 이용한 광대역 무선중계장

치.

청구항 4.
청구항 1에 있어서, 상기 주파수 상향 변조부의 출력단과 송신측 증폭부의 입력단 사이에는 일정 주기로 위상 변동을

주어 간섭 신호와 주신호의 구분을 할 수 있도록 응용하여 중계기 연동시 초기 테스트 모드에 적용되며, 주기마다 모

니터 링을 위해 실시하는 위상이동부와; 상기 주신호와 간섭 신호를 모니터링하여 간섭 신호의 제거 여부를 스펙트럼

분석기를 이용하여 아날로그 신호 및 디지털 신호로 분석하는 위상감시부와; 최적의 벡터값이 이루어지도록 위상을 

가변하는 위상옵셋부와; 최적의 벡터값의 주신호 에러 정도에 따라 변화하는 이득을 보상하기 위한 이득제어부를 더 

포함하는 이동통신 시스템의 간섭신호 제거 기술을 이용한 광대역 무선중계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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