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PS L1/L2, GLONASS L1

RSP12T-GGL2

GNSS 12-포트 지능형 중계기

일반적인 GNSS 중계장비 구성
·G NSS 수신안테나, 신호 증폭/감쇄기, 다수의 신호분배기(Splitter),
방사안테나, 연결케이블 등의 복잡한 구성
·GNSS안테나로 수신한 신호를 중계환경에 따라 증폭률 조정 및 분배 필요
·많은 신호분배를 위해서는 다단계의 Splitter 필요
·확보비용 높고, 설치/관리가 복잡

RSP12T-GGL 특징 및 장점
·GPS L1/L2 광대역 신호, GLONASS L1 신호 중계가 필요한
시스템용
·L1, L2 각각의 신호이득설정 가능
·신호 방사안테나 안테나의 정상 체결여부 점검 및 표시기능 보유
·RSP12T는 방사안테나의 점검기능(BIT)

주요 기능
·능동형 GPS L1/L2, GLONASS L1 신호 분배
·광대역 L1/L2 P(Y) 코드신호 지원
·최적 자체 점검기능
·수신 및 방사안테나 연결상태 모니터링 기능
·발진 검출 기능
·동작 표시램프 / RS-232 모니터링 및 제어
·비휘발성 이득 설정 기록 기능
·우수한 출력간 분리도
·내장형 대역 통과 필터
·편리한 설치 및 운용성
·과전압 보호
·넓은 동작 전압 범위(직류전원)
·방수/방청
·군용 운용환경 성능

·발진의 검출 기능 보유
·중계시스템의 구성 및 안정적 운영지원
·신호의 증폭/감쇄 설정 기능
·동시 12 port 출력 지원
·콤펙트한 구조로 설치 및 운용 용이

주요 사양
전기적 사양
입력/출력 임피던스
주파수

GPS L1/L2

V.S.W.R

GLONASS L1
입력
출력

이득

이득
편평성

GPS L1/GLONASS L1
GPS L2
GPS L1/L2
GLONASS L1
GPS L1/GLONASS L1
GPS L2
GPS L1/GLONASS L1
GPS L2

제어 스텝
잡음 지수
출력간 아이솔레이션
그룹딜레이
입력 레벨
운영 전압/전류
안테나 전원

최대 입력 레벨
최대 정격 절대값
안테나 공급 전압
안테나 공급 전류

50Ω
1575.42MHz±10.23MHz
1227.60MHz±10.23MHz
1597MHz ~ 1610MHz
2.0 : 1 (최대)
1.5 : 1 (최대)
18dB (최대)
18dB (최대)
1dB
1dB
1dB, 25스텝,
비휘발성 기억장치에 축적
< 3dB
> 40dB
< 30ns
-30 dBm
13 dBm
8Vdc~24Vdc, 100mA @24Vdc
5Vdc
10mA~80mA, 합선방지

스마트 운영 특징
수신 안테나
방사 안테나

열림/합선 탐지, 파란색은 LED 켜짐을 나타냄
열림/합선 탐지, 빨간색은 LED 깜박임을 나타냄
*전용 방사안테나 적용 시
빨간색 표시는 LED 켜짐을 나타냄
파란색은 LED 깜박임을 나타냄
경보 및 결함상태 감시
이득 제어

진동 탐지
시스템 운영
RS-232 제어 포트

기계적 사양
연결케이블

크기(W x L x D)
무게

RF
전원
통신

13, TNC 암컷 (N타입-암컷 옵션)
1, MS3102A 10SL-4P
1, MS3102A 10SL-3P
82.5 x 295 x 33 (mm)
1.4 kg

환경적 사양
운전 온도
상대 습도
방수
부식 (염수 분무 실험)

-40℃ ~ +80℃
MIL-STD-810F Method 507.4
MIL-STD-810E Method 512.3, 절차1
MIL-STD-810F Method 50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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