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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NSS 재방사 제어장치 

Model: RP2L1. v10 
 

  

 제품특징 

 재방사 안테나 시스템에 장착하여 사용하며, 재방사 신호를 제어하는데 사용 

 주파수범위 : GNSS L1  (Bedou 1561MHz/ GPS 1575MHz/ Glonass 1602MHz) 

 신호증폭과 옥외안테나 및 실내안테나에 전원공급을 하는 장치 

 

 응용분야 

 GNSS 신호 재방사 시스템 

 적용 대상: 터널, 차량, 공장, 공항 등의 RF 재방사 설치 장소 

 

SPECIFICATION 

주파수 범위 LED 

‧ Bedou 1561MHz/GPS 1575MHz/Glonass 1602MHz ‧ Power /Line Channel LED 

신호증폭도 크기 

‧ 50~55dB ‧ 84 x 62 x 25 mm 

RF Connector 온도 

‧ SMA Female . 동작: –20 to +80 °C /보관: –40 to +85 °C 

사용전원 출력신호 조절 

‧ 12V ‧  신호 감쇄 조절기능 (0~28dB, 2dB step) 

신호분리 입력/출력 Impedance 

‧ A/B 출력간 높은 신호분리 ‧ 50 Ω 

전원입력DC 주파수범위 

‧ 외경 5.5mm, 내심 2.5mm ‧ 최소: 1561MHz/ 최대: 1602MH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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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RP2L1:  GNSS  REPEATER  2 CHANNEL CONTROLLER 
 

AKRP2L1 

GNSS 재방사 2채널 제어기 

  

 기술사양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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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기능 

  

옥외의 GNSS 안테나로 부터 수신된 RF 신호를 실내안테나로 재방사 하는 시스템에 사용되며 

신호증폭과 옥외안테나 및 실내안테나에 전원공급을 하는 장치 입니다. 

· 주파수범위 : GNSS L1  (Bedou 1561MHz/ GPS 1575MHz/ Glonass 1602MHz) 

· 출력 수 : 2 개 

· 신호증폭도 : 50~55dB 

· 저잡음/고이득 증폭기 설계 

· 신호 입력/출력 전원공급 전류감지 및 과전류 차단 

· 신호 입력/출력 전원공급 전류감지에 따른 현상을 LED로 표시 

· 출력신호 감쇄 조절기능 (0~28dB, 2dB step) 

· 증폭기 각각의 전원 On/Off 

· 증폭기 전원 On/OFF 시에도 안정된 50Ω 입/출력 임피던스 

· A/B 출력간의 높은 신호분리 

· 사용전원 12V 

   

 외관설명 

 

  

· 전원입력 DC 잭 : 외경 5.5mm,  내심 2.5mm 

· RF connector : SMA FEMA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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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작설명 

  

1. 전원입력에 DC 9~12V를 인가 합니다. 

2. 입력에 외부안테나를 연결 합니다. 

3. 출력에 실내 재방사 안테나를 연결 합니다. 

4. 접지단자에 전원콘센트의 접지와 연결 합니다. 

5. 접지를 연결하지 않을 경우 감전 또는 낙뢰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6. 전원스위치를 켜면 전원표시 램프가 켜집니다. 

7. 외부 안테나로부터 들어온 신호는 A/B로 분배되고 증폭되어 출력 됩니다. 

8. 필요에 따라서 감쇄기를 조절하여 증폭레벨을 줄일 수 있으며 숫자가 클수록 감쇄량이 커집니다. 

9. 즉 숫자가 클수록 증폭도가 낮아집니다. 

10. 감쇄기 스위치의 “+” 또는 “-“를 누르면 숫자가 증가 또는 감소 합니다. 

11. 감쇄기 숫자가 “0,1,2,3….9,A,B,C,D,E” 일때 증폭기 전원이 On 되며, 

12. 감쇄기 숫자가 “F”이면 증폭기 전원이 Off 되고 출력단자의 직류전원도 Off 됩니다. 

  

감쇄기숫자 감쇄량 감쇄기 숫자 감쇄량 

0 0dB 8 16dB 

1 2dB 9 18dB 

2 4dB A 20dB 

3 6dB B 22dB 

4 8dB C 24dB 

5 10dB D 26dB 

6 12dB E 28dB 

7 14dB F 100dB 

· 입/출력 단자로 직류전원이 출력 됩니다. 

· 입/출력 단자로 전류소모가 없으면 DC 출력 상태표시가 녹색이며 1초 주기로 점멸 합니다. 

· 그리고 전류소모가 발생하면 점멸이 멈추고 On 됩니다. 

· 만일 전류소모가 100mA 이상 발생하면 DC 출력전원이 차단되고 표시상태가 적색으로 변경되며, 

· 정상적인 전류소모가 되면 다시 환원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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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형도면 

 

 절대정격 

항      목 최소 최대 단위 

전원입력 파손 한계전압 -20 20 V 

입력/출력 DC 인가 한계전압 -5 20 V 

입력/출력 파손 한계 신호레벨  +10 dBm 

보관온도 -40 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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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류 전기적 특성 ( 시험온도: 25℃, 입력전원 : 12V ) 

항      목 조   건 최소 표준 최대 단위 

정상 동작범위 전원입력(VDD) 9 12 20 V 

정상동작 소모전류 (DC 12V) 입/출력 무부하  45 50 mA 

최대동작 소모전류 (DC 12V) 입/출력 최대부하  200 250 mA 

입/출력 단자 DC 전류출력 저항성 부하   100 mA 

입/출력 단자 용량성 부하 용량성 부하   100 uF 

입/출력 내부 전류감지용 센서저항  9.5 10 10.5 Ω 

입/출력 단자 DC 출력전압 부하전류 100mA  3.6  V 

부하전류 50mA  4.2  V 

부하전류 10mA  4.6  V 

부하전류 0 mA  4.9  V 

동작온도  -20  +80 ℃ 

 

 

 고주파 전기적 특성 (시험온도: 25℃ 입력전원:12V RF Input : -60dBm) 

항      목 조   건 최소 표준 최대 단위 

사용주파수 범위  1561  1602 MHz 

입력/출력 Impedance   50  Ω 

입력/출력 Return Loss 1561~1602MHz 15 18  dB 

증폭도 (감쇄기=0dB) 1561MHz 49 52 55 dB 

1575MHz 50 53 56 dB 

1602MHz 47 50 53 dB 

증폭기 전원 OFF 감쇄 1575MHz  -40 -35 dB 

메인전원 OFF 감쇄 1575MHz   -60 dB 

저지대역 필터억압  80 90  dB 

잡음지수 1561~1602MHz  1.5  dB 

출력 A/B 채널이격  70 75  dB 

선형증폭 입력레벨(IP1dB)    -60 dBm 

출력최대 레벨    0 dBm 

감쇄범위  -28  0 dB 

감쇄기 조절스텝  -2.6 -2 -1.4 dB 

  



 

 

 

AscenKorea, Technology Inc. 

1401, Partners Tower, Gasan Digital 1 Ro 83, Geum Cheon Gu,  

Seoul, Korea 

Tel : 82-2-1544-3818 Fax : 82-2-6499-2940 

http://www.AscenKorea.com /sales@AscenKorea.com 

 

 증폭도/ 입출력 Return Loss 

 

  

 증폭기 A/B 전원 OFF 입출력 Return Lo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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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폭기 전원 B-On, A-OFF시 신호누설 / 입출력 Return Loss 

 

  

 재방사 설치구성 예제 

 

· 전체 손실을 옥외 안테나에서 증폭하는 “A”의 방법이 가장 이상적 입니다. 

· 그러나 현실적으로 근접된 공간 안에서 부품과 부품의 공간 방사에 의한 귀환잡음 때문에 높은 증폭도를 

설계하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 따라서 “B”의 방법으로 증폭기를 나누어 귀환잡음의 영향이 덜한 공간으로 이격 시키고 증폭도를 적절히 

배분시켜 구성하는 방법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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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일 “B” 구성에서 “안테나”와 “RP2-L1” 간격을 더 연장해야 하는 경우에는 “C”의 방법으로 선로증폭기 

“TA20”을 삽입 합니다. 

· 만일 재방사 안테나와 SET가 멀 경우는 “D”와 같이 증폭기가 내장된 RPA-20 안테나로 설치 합니다. 

· 선로길이를 더 증가시키기 위해 증폭기를 추가 해도 개선효과가 미미하거나 오히려 나빠질 수 있습니다. 

· 재방사 목적달성을 위한 신호증폭은 최소화 하고, 선로손실이 적은 것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며, 

경제성과 설치 편리성을 고려하여 전송선을 선택해야 합니다. 

· 손실이 크다는 것은 전송선 외피로도 전력방사가 크다는 의미도 있으며, 반대로 외부 잡음신호가 전송선 

외피로 잘 들어올 수 있다고 이해 하시면 됩니다. 

· 따라서 전송선에 선택의 비중을 준다면, 외부안테나와 가까이 연결되는 초단 전송선에 비중을 주는 것이 

가장 종습니다. 

· 전송선의 종류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손실율은 대부분 전송선 외피직경에 의존 합니다. 

 

전송선 전송선 외피 직경 손실율 비    고 

RG-174  3 mm 1.5 dB/m 범용 GPS 안테나 케이블 

RG-58  5 mm 0.83 dB/m 범용 RF 케이블 

RG-213  11 mm 0.18 dB/m 저손실 RF 케이블 

RG-218  22 mm 0.06 dB/m 전력송신용 RF 케이블 

 

· “B”의 방법을 각각의 전송선으로 구성 했을 때 설치 최대거리를 구해보면 

· RG-174 : “옥외안테나” —  7M — “RP2-L1” — 26.7M — “실내안테나” = 32 Meter 

· RG-58  : “옥외안테나” — 12M — “RP2-L1” — 48M — “실내안테나” = 60 Meter 

· RG-213 : “옥외안테나” — 56M — “RP2-L1” — 222M — “실내안테나” = 278 Meter 

· RG-218 : “옥외안테나” — 167M — “RP2-L1” — 667M — “실내안테나” = 834 Meter 

· “C”의 방법을 각각의 전송선으로 구성 했을 때 설치 최대거리를 구해보면 

· RG-174 : “옥외안테나” —  7M—“TA20”— 20M—“RP2-L1”—26.7M—“실내안테나”= 52M 

· RG-58  : “옥외안테나” — 12M—“TA20”— 36M—“RP2-L1”— 48M—“실내안테나”= 96M 

· RG-213 : “옥외안테나” — 56M—“TA20”—166M—“RP2-L1”—222M—“실내안테나”= 444M 

· RG-218 : “옥외안테나” —167M—“TA20”—500M—“RP2-L1”—667M—“실내안테나”= 1334M 

· 예제로 구성한 구성도는 이론에 의한 권장사항 입니다. 

· 현장에 맞게 가변적으로 적용하시되 가급적 초과하지 않도록 구성 하시길 권장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