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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업 보조 표시 시스템은 차량 후방의 소정 적용범위 지역내 탐지 적용범위를 제공하는 센서를 포함한다. 센서는 근

시야의 준-조준 안테나 패턴을 갖는 RF 신호를 송신하도록 적용된 송신 안테나를 포함한다. 시스템은 송신된 RF 신

호로서 주파수 변조 연속파 FMCW 처프 신호와 펄스 파형 신호 중 하나를 선택적으로 제공하는 파형 발생기를 추가

로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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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세서

기술분야

본 발명은 레이더 시스템, 좀더 구체적으로는 차량의 백업 보조 표시기로 사용하기 위한 레이더에 관한 것이다.

배경기술

자동차 주행과 관련한 위험에 따라, 증강된 자동자 운전자 보조기구가 필요되고 있다. 증가된 운전자 보조기구의 하

나의 가능한 분야는 차량 후방의 물체 탐지를 포함한다. 차량이 전방으로 이동하거나 후진하는 물체(예를 들면, 다른 

차량, 보행자 및 장해물)에 접근함에 따라 또는 물체가 차량에 접근함에 따라, 운전자가 항상 물체를 탐지하여 물체와

의 충돌을 피하는 데 필요한 예방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트럭의 안전성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예를 들면, 

트럭 주변 물체의 탐지를 위한 센서 시스템 또는 더 간단히 '센서'가 제안되어 왔다. 그러한 센서는 전형적으로, 전방 

또는 후방으로 이동하는 차량의 주행 경로에 있는 장해물을 탐지하기 위한 음향, 광학 또는 적외선(IR) 탐지기를 포함

한다. 음향 및 광학 센서를 사용하는 종래기술 시스템은 범퍼와 근접한 적용범위(coverage) 영역 및 적용범위 지역의

말단쪽 영역을 놓치고 있다. 음향 센서는 제한된 깊이의 적용범위를 가지며 기후 조건은 이들 센서의 성능을 감쇠시

킨다.

당업계에 공지되어 있는 바와 같이, 시판 센서 제품에 레이더 시스템을 포함 시키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다. 예를 들면,

자동차, 트럭 보트, 항공기 및 기타 차량에 레이더 시스템을 구비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한 레이더 시스템은 컴

팩트하고 상대적으로 저렴해야 한다. 더욱이, 일부 적용에서는 최소 동작 성능 요구조건 외에도, 구조의 물리적 크기

에 대한 제한을 포함한 상대적으로 곤란한 설계상의 변수가 있다. 그러한 설계 요구조건(예를 들면, 저비용, 소형 크

기, 고성능 파라미터)은 그러한 레이더 시스템의 설계를 상대적으로 어렵게 한다. 그러한 설계상의 어려움 중의 하나

가 저렴하고, 컴팩트하며 성능이 높은 설계 목표를 충족하는 안테나 시스템을 제공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한 안전 적용에 있어서, 차량의 주행 경로에 있는 물체를 정확하고 신뢰성 있게 탐지할 수 있는 센서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레이더는 자동차 및 트럭 같은 차량에 사용할 센서를 부여하기에 적합한 기술이다. 이러한 목적에 적

합한 레이더 유형 중 하나가 주파수 변조 연속파(FMCW) 레이더이다. 전형적인 FMCW 레이더에서, 송신된 CW 신호

의 주파수는 제 1 소정 주파수에서 제 2 소정 주파수로 직선적으로 증가한다. FMCW 레이더는 고감도, 비교적 낮은 

송신기 전력 및 양호한 거리 분해능의 이점이 있다.

자동차 레이더 시스템에서 비용과 크기의 고려는 상당히 중요하다. 더욱이, 자동차 레이더 적용의 성능 요구조건(예

를 들면, 적용범위 영역)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어레이 안테나가 요구된다. 자동차 레이더 적용용으로 제작된 안테나 

어레이에 사용하기 위해 제안되어 온 일부 안테나 소자는 패치 안테나 소자, 인쇄된 다이폴 안테나 소자 및 캐비티 백

패치(backed patch) 안테나 소자를 포함한다. 각 각의 이들 안테나 소자는 자동차 레이더 적용에 사용될 때 한 가지 

이상의 한계점이 있다. 자동차 적용용 어레이 안테나는 컴팩트성과 비용상의 이유로 인해 제한된 영역범위만을 갖고 

있다. 인쇄된 다이폴 안테나는 고밀도 회로 배치구조에서 동작할 수 있지만, 인쇄된 다이폴 안테나 소자로부터 제공된

어레이 안테나에 의한면 안테나 방사 패턴에 있어서 종종 '블라인드 스팟(blind spot)'이 발생한다.

차량에 배치된 센서는 승객의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소비자 제품이며, 따라서 이들 센서의 정확성과 신뢰성이 

중요하다. 센서의 정확성과 신뢰성에 기여하는 센서의 양상에는 수신된 무선 주파수(RF) 신호가 센서의 시야에 있는 

물체를 탐지하도록 처리되는 전체적인 정밀도와 센서의 노이즈에 대한 감수성이 포함된다. 노이즈에 대한 감수성은 

예를 들면, 잘못된 탐지를 유발하거나 더욱 유해하게는 물체의 탐지를 놓치게 할 수도 있다.

센서의 추가적인 중요한 속성은 이의 물리적 크기와 파형률에 관련된다. 바람직하게는, 센서는 비교적 소형 엔클로저

에 또는 차량의 표면 후방에 장착 가능한 하우징에 수용된다. 정확성과 신뢰성을 위해, 송신 안테나와 수신 안테나 및

센서의 회로가 차량의 속성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고 센서가 예측 가능한 정렬로 차량에 장착되어야 함이 필수이다. 

또한, 백업 보조 표시기로서 사용될 때, 센서는 차량을 후진하고 주차하는 동작에 필요한 영역을 커버할 수 있어야 한

다. 통상의 FMCW 레이더 시스템은 백업 보조용으로는 부적합한 최소 탐지 범위를 가진다. 예를 들면, 일부 시스템의

경우, 최소 탐지 범위는 1.5 미터에 못미친다.

주차, 후진, 차선 변경, 및 차량 측면에 있는 물체의 탐지를 보조하기 위한 레이더 시스템의 사용은 신뢰할 만한 저가 

레이더 외에도, 특정 용도에 부합된 다양한 기하학적 적용범위 문제에 대한 해결을 요한다. 비조준 신호를 사용하는 

종래기술 시스템은, 확산하여 적용범위 영역의 측면이 평행하지 않고 적용범위 영역의 폭이 비교적 협소해지는 전형

적인 개구 테이퍼 형성 빔을 갖는 빔을 제공한다. 따라서, 종래기술 시스템의 적용범위는 목적하는 직선 백업 적용범

위 영역을 불충분하게 매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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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정지해 있거나 이동중인 차량의 후방에 있는 물체의 존재를 탐지할 수 있는 센서 시스템을 제공하고 더 나아

가서는 물체가 움직일 경우 이들 물체의 속도를 탐지할 수 있는 센서 시스템을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차

량 운전자에게 경고를 발하여 운전자가 차량을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컴팩트하고, 고

밀도 회로 배치구조로 동작할 수 있으며, 비교적 저렴한 백업 보조 시스템을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잘못된 

탐지를 감소시키기 위한 공통 주차 및 백업 적용범위를 포함하는 커버영역을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저렴

하고 백업 및 주차 보조에 적합한 최소 탐지 범위를 제공하기 위하여 차량에 가요성으로 장착될 수 있는 안테나를 제

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발명의 요약

본 발명에 따라, 백업 보조 표시 시스템은 차량 후방의 소정 적용범위 지역내 탐지범위를 제공하는 센서를 포함한다. 

센서는 근시야의 준-조준 안테나 패턴을 갖는 RF 신호를 송신하도록 적용된 송신 안테나를 포함한다. 시스템은 송신

된 RF 신호로서 주파수 변조 연속파 FMCW 처프 신호와 펄스 파형 신호 중 하나를 선택 적으로 제공하는 파형 발생

기를 추가로 포함한다. 그러한 배치로, 정지 또는 이동 중인 차량의 후방에 있는 물체의 존재를 탐지하고 물체가 움직

일 경우 이들 물체의 속도를 탐지하며, 잘못된 탐지를 감소시키기 위해 공통 주차 및 백업 적용범위를 포함하는 적용

범위 지역내의 표적에 지향된 에너지를 증가시키기 위한 컴팩트한 백업 보조 표시 시스템이 제공된다. 이러한 배치는

송수신 누출을 더욱 감소시키고, 수신된 반향의 스펙트럼 스미어링(smearing)을 감소시키며, 적용범위 영역의 불충

분하게 커버된 부분의 크기를 감소시키며, 적용범위 영역의 좌우측 경계선에서의 이득 롤-오프(roll-off)를 선명하게 

하며, 광/협대역 파형 모두를 지원한다.

본 발명의 추가 일면에 따라, 외부 차량 안테나는 범퍼 페이셔(fascia)를 가로질러 배치된 하우징, 상기 하우징 내에 

배치되고 각각이 한 쌍의 내면과 슬롯 표면을 갖는 복수개의 가요성 도파관 채널을 포함한다. 상기 안테나는 복수개의

가요성 도파관 채널 중 소정의 채널에 커플링된 적어도 하나의 동축 케이블 프로브를 추가로 포함한다. 이러한 배치

에 의하여, 백업 및 주차 보조에 적합한 최소 탐지 범위를 제공하기 위하여 차량에 가요성으로 장착될 수 있는 저가의

안테나가 제공된다.

일 실시예에서, 상기 안테나 소자는 차량 범퍼 상에 장착되는 플라스틱재 사출 형형된 약간의 가요성인 금속을 입힌 

도파관 안테나로부터 제공된다. 또다른 실시예에서, 상기 안테나 소자는 차량 범퍼 상에 장착된 플라스틱재, 다층 테

이프의 약간의 가요성인 스트립라인 안테나로부터 제공된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본 발명의 전술한 특징, 및 본 발명 자체는 하기 도면의 설명으로부터 좀더 상세하게 이해될 수 있다.

도 1은 백업 보조 표시기(BUA) 시스템의 블록 다이어그램이다;

도 2는 도 1의 자동차 BUA를 포함하는 근접 물체 탐지 시스템의 블록 다이어그램이다;

도 3은 도 1의 BUA 시스템의 백업 적용범위 영역의 개략적인 상면도이다;

도 4는 도 1의 BUA 시스템의 백업 적용범위 영역의 개략적인 측면도이다;

도 5A는 도 1의 BUA 시스템에 의해 제공된 FMCW 처프 신호 및 물체로부터의 대응하는 반향의 플롯이다;

도 5B는 도 1의 BUA 시스템에 의해 제공된 시간 영역 펄스 신호의 플롯이다;

도 6은 도 1에 도시된 유형의 BUA 시스템의 상세 블록 다이어그램이다;

도 6A는 도 1에 도시된 유형의 BUA 시스템의 파형 발생 회로 및 안테나 스위칭 회로의 블록 다이어그램이다;

도 7은 도 1의 BUA 시스템의 외부 송수신 안테나의 개략도이다;

도 8A는 외부 안테나 소자 중 소정의 소자를 조합함으로써 제공된 안테나 시스템 빔과 도 1의 BUA 시스템에 의해 제

공될 수 있는 생성되는 탐지 지역의 플롯이다;

도 8B는 외부 안테나 소자 중 소정의 소자를 조합함으로써 제공된 외부 안테나 시스템 빔과 도 1의 BUA 시스템에 의

해 제공될 수 있는 생성되는 탐지 지역의 플롯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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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8C는 외부 안테나 소자 중 소정의 소자를 조합함으로써 제공된 원시야 패턴과 도 1의 BUA 시스템에 의해 제공될 

수 있는 생성되는 탐지 지역의 플롯이다;

도 9는 차량 범퍼에 장착된 외부 송수신 안테나의 단면 상면도이다;

도 10은 차량 범퍼에 장착된 외부 송수신 안테나의 측단면도이다;

도 11은 도 10의 외부 송신 안테나 소자의 분해 단면도이다;

도 11A는 도 11의 도파관 서브어레이의 분해 단면도이다;

도 12는 도 10의 외부 송신 안테나 소자에 커플링된 동축 케이블 프로브의 단면도이다;

도 12A, 12B 및 12C는 도 12의 동축 케이블 프로브의 도이다;

도 13 및 14는 종래기술 비조준 백업 영역 적용범위 빔의 플롯이다;

도 15 내지 22는 본 발명에 따른 준-조준 백업 영역 적용범위 빔의 플롯이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본 발명의 상세한 설명을 제공하기에 앞서, 백업 보조기구(back-up aid, BUA)로서 본원에 기재된 시스템은 센서의 

동작 제어 및 차량 운전자에게 제공된 피드백 또는 지각적 표시를 변화시킴으로써 부가적인 센서의 존재 또는 부재하

에 주차 보조기구(parking aid, PA)로도 동작할 수 있음을 주지하여야 한다.

도 1에 있어서, 레이더 시스템(10)은 안테나 조립체(14), 송신기(22)와 수신기(24)를 모두 갖춘 마이크로파부(20), 및

디지털 신호 프로세서(digital signal processor, DSP)(30), 전원부(32), 제어 회로(34)와 디지털 인터페이스 유닛 (di

gital interface unit, DIU)(36)을 포함하는 일렉트로닉스부(28)를 포함한다. 송신기(22)는 후술되는 바와 같이, 전압 

제어 발진기(voltage controlled oscillator, VCO)에 대한 제어 신호를 생성하는 디지털 램프 신호 발생기를 포함한

다.

안테나 조립체(14)는 RF 신호를 수신하는 내부 수신 안테나(16) 및 RF 신호를 송신하는 내부 송신 안테나(18)를 포

함한다. 안테나 조립체(14)는 또한 수신기(24)에 커플링되고 내부 수신 안테나(16) 및 외부 수신 안테나(16′)에 선

택적으로 커플링되어 RF신호를 수신하는 스위치(17)와, 내부 송신 안테나(18) 및 외부 송신 안테나(18′)에 선택적

으로 커플링되어 RF신호를 송신하는 스위치(19)를 포함한다. 스위치(17,19)는 내부 또는 외부 안테나와의 작동을 선

택한다. 레이더 시스템(10)은 상호 근접하여 위치된 분리된 송수신 안테나를 포함하므로 바이스태틱(bistatic) 레이더

시스템으로서 특징지워질 수 있다. 안테나(16,18)는 동일 방향으로 송수신 빔을 겨냥하기 위하여 평행하게 제어되는 

조향각상의 다중 빔을 제공한다. 각 안테나(16,18)의 각도를 선택하기 위해 적당한 회로(15)가 다양하게 존재하며, 

그러한 예로서 다중-스위치가 있다. 안테나(16′,18′)는 백업 적용범위 영역(적용범위 지역으로도 언급되며 도 3 

및 4와 관련하여 설명)을 제공하기 위해 다중 빔을 제공한다. 당업자는 외부 송신 안테나(18′)로의 신호 및 외부 수

신 안테나(16′)로부터의 신호를 부가적으로 임의의 제어 및 서브어레이 실렉터 회로(subarray selector circuits)(

비도시)에 커플링시켜 외부 안테나내 안테나 서브어레이의 선택과 제어를 제공할 수도 있다.

레이더 시스템(10)은 시스템(10)의 시야내에 있는 하나 이상의 물체, 또는 표적 검출을 위해 레이더 기술을 이용하며,

상기 시스템(10)은 다양한 적용에 사용될 수 있다. 예증적인 실시예에서, 레이더 시스템(10)은 자동차 레이더 시스템

의 모듈이고(도 2), 특히 자동차 또는 기타 차량(40)에 장착되고, 다른 차량, 나무, 간판, 보행자, 또는 후진 또는 주차

시 차량이 위치하는 경로에 근접하여 위치될 수 있는 기타 물체를 포함한(이에 한정되지 않음) 물체 탐지를 위해 차량

의 뒷 범퍼 또는 후방부에 배치되는 외부 수신 안테나(16′)와 외부 송신 안테나(18′)를 구비하는 백업 보조(BUA)/

주차 보조(PA) 시스템(이하, BUA 시스템(10)으로도 언급)이다.

BUA(10)는 또한 차량의 측면 방향을 따른 경로에 근접하여 위치될 수 있는 물체의 탐지를 위해 자동차 또는 타 차량

(40)에 장착하는데 적용되는 측면 물체 탐지(side object detection, SOD) 시스템용으로도 사용될 수 있다. SODS 적

용은 시스템이 차량의 측면 외부에 팬 형태로 빔을 스위칭할 것을 요하는 반면에, 범퍼상에 외부 수신 안테나(16′)와

외부 송신 안테나(18′)를 갖춘 레이더 시스템(10)은 대략 3 내지 10 미터 지역의 백업 영역을 커버할 하나의 넓고 

평행한-엣지 빔, 또는 동일 지역을 커버할, 대략 평행한-엣지(paralleled-edge)의 M-서브빔, 예를 들면 4개의 서브

빔을 제공함을 주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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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업자에게 자명해지듯이, 레이더 시스템(10)은 이 시스템이 보트, 선박 또는 기타 해양 선박에 배치될 수 있는 해상 

적용을 포함하여(이에 한정되지 않음) 다수의 상이한 유형의 적용에 사용하는 데도 적합하다.

하나의 모드에서, 송신기(22)는 송신된 신호의 주파수가 제 1 소정 주파수에서(여기에서는, 예를 들면 24.05 GHz) 제

2 소정 주파수(여기에서는, 예를 들면 24.25 GHz)로 직선적으로 증가하는 주파수 변조 연속파(Frequency Modulate

d Continuous Wave, FMCW) 레이더로서 동작한다. FMCW 레이더는 고감도, 비교적 낮은 송신기 전력 및 양호한 거

리 분해능의 이점이 있다. 그러나, 타 유형의 송신기도 사용될 수 있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제어 신호는 차량(40)에 의해 제어 신호 버스(42)를 통해 레이더 시스템(10)에 제공되며, 차량(40)과 연관된 편요율(

yaw rate)에 대응하는 편요율 신호와 차량 속도에 대응하는 속도 신호를 포함할 수 있다. DSP(30)은 이들 제어 신호

와 수신기(24)에 의해 수신된 레이더 복귀 신호를 처리하여 레이더 시스템(10)의 시야내에 있는 물체를 탐지한다. 레

이더 시스템(10)은, 차량에 대한 출력 신호 버스(46)를 사용하여 시야내의 물체를 특징짓는 하나 이상의 출력 신호를 

차량에 제공한다. 이들 출력 신호는 표적과 연관된 거리(range)를 표시하는 거리 신호, 표적과 연관된 거리비(range r

ate)를 표시하는 거리비 신호 및 차량(40)에 대한 표적과 연관된 방위각을 표시하는 방위각 신호를 포함할 수 있다. 

출력 신호는 충돌 회피 시스템과 같은 다양한 용도를 위해 차량(40)의 제어 유닛에 커플링될 수 있다.

도 2에서, 도 1의 BUA 시스템(10)에 대한 예시적인 적용이 자동차 인접 물체 탐지(near object detection, NOD) 시

스템(50)의 일부로서 도시되어 있다. NOD 시스템(50)은 예를 들면, 승용차, 모터사이클이나 트럭, 보트 또는 해저선 

등의 해양선 같은 자동 운송수단으로서 또는 수확기 같은 농업용 차량으로서 제공될 수 있는 차량(52)에 설치된다. 이

러한 특정 실시예에서, NOD 시스템(50)은 2000년 1월 4일자로 특허 허여되고, 본 발명의 양수인에게 양도되었으며,

본원에 참조로 인용되는 US 특허 6,011,507, 발명의 명칭 ' Radar System and Method of Operating Same'에 기재

된 유형일 수 있는 순방향-주시 센서(forward-looking sensor, FLS) 시스템(54); 전자-광학 센서(electro-optic se

nsor, EOS) 시스템(56), 복수개의 측면-주시 센서(side-looking sensor, SLS) 시스템(58) 또는 2001년 8월 16일자

로 출원되고 본 발명의 양수인에게 양도 되었으며 전부가 본원에 참조로 인용되는 US 특허출원 No. 09/931,631, 발

명의 명칭 ' Near Object Detection (NOD) System'에 기재된 바와 같은 동등한 측면 물체 탐지 (side object detecti

on, SOD) 시스템(58)을 포함한다. 본 발명의 BUA 시스템(10)은 US 특허출원 09/931,631에 기재된 후방 주시 센서(

rear looking sensor, RLS)를 대체하거나 보완한다.

각각의 FLS(54), EOS(56), SLS(58), 및 BUA(10) 시스템은 센서 프로세서(62)에 커플링된다. 이러한 특정 실시예에

서, 센서 프로세서(62)는 FLS(54), EOS(56), SLS(58), 및 BUA(10) 시스템 각각이 버스 또는 기타 수단을 통해 커플

링되는 중앙 처리장치로서 도시된다. 대안의 실시예에서, FLS(54), EOS(56), SLS(58), 및 BUA(10) 시스템 중 하나 

이상은 후술되는 처리를 수행하기 위하여 도 1의 DSP(30)과 같은 자체 프로세서를 포함할 수 있는 것으로 이해하여

야 한다. 이 경우에, NOD 시스템(50)은 분산된 프로세서 시스템으로서 제공되게 된다.

NOD 시스템(50)이 단일 프로세서 또는 다중 프로세서를 포함하는지 여부와 상관 없이, FLS(54), EOS(56), SLS(58)

, 및 BUA(10) 시스템 각각에 의해 수집된 정 보는 센서 프로세서(62)(또는 분산 시스템의 경우에는 프로세서들)에 의

해 공유된다. NOD 시스템(50)은 이하로 제한되지는 않지만, 블라인드 스팟 탐지, 차선 변경 탐지, 차량 에어백의 예

비-무장을 포함한 다수의 기능을 위해 사용되어 차선 멈춤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센서 프로세서(62)는 

차량(52)의 에어백 시스템(64)에 커플링될 수 있다. FLS(54), EOS(56), SLS(58), 및 BUA(10) 시스템 중 하나 이상

으로부터의 신호에 응답하여, 센서 프로세서(62)는 차량 에어백을 '예비-무장'하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를 결정한다. 

다른 예도 가능하다.

EOS 시스템(56)은 광학 또는 적외선(IR) 또는 센서의 방위각 평면에 상대적으로 높은 분해능을 제공하는 다른 센서

를 포함한다. FLS 시스템(54)은 1999년 7월 27일자로 특허 허여되고, 본 발명의 양수인에게 양도되었으며, 본원에서

참조로 인용되는 US 특허 No. 5,929,802, 발명의 명칭 ' Automotive Forward Looking Sensor Architecture'에 기

재된 유형일 수 있다.

각각의 센서 시스템은 복수개의 적용범위 지역이 차량 주위에 존재하도록 차량(52)에 설치된다. 따라서, 차량은 고치

형 웨브 즉, 랩의 센서 존에 둘러 싸인다. 도 2에 도시된 특정 배치구조로, 4개의 적용범위 지역(66a-66d)이 사용된

다. 각각의 적용범위 지역(66a-66d)은 하나 이상의 RF 탐지 시스템을 사용한다. RF 탐지 시스템은 적용범위 지역(6

6a-66d) 각각에 다중 빔을 제공하는 안테나 시스템을 사용한다. 이러한 식으로, 다른 물체가 차량에 접근하거나 그 

반대로 차량이 물체에 접근하는 특정 방향이 탐색될 수 있다. 특히 지역 #3은 도 3과 4에 관련하여 기술된 백업 적용

범위 영역에 대응할 수 있다.

FLS(54), EOS(56), SLS(58), 및 BUA(10) 시스템은 차량에서 착탈 가능하게 배치될 수 있음을 이해하여야 한다. 즉,

일부 실시예에서, SLS, FLS 및 BUA 센서는 차량 본체 외부(즉, 차량 본체의 노출면)에 배치될 수 있으며, 반면에 다

른 시스템의 경우 FLS(54), SLS(58), 및 BUA(10) 시스템은 범퍼 또는 차량의 다른 부분(예를 들면, 도어, 패널, 쿼터

패널, 차량 선단부, 및 차량 후단부)에 매설될 수 있다. 또한 둘다 차량 내측(예를 들면, 범퍼 또는 다른 위치)에 장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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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고 또한 착탈 가능한 시스템을 제공할 수도 있다. 장착용 시스템은 2001년 8월 16일자로 출원된 US 특허출원 09/

931,276, 발명의 명칭 'Portable Object Detection System'에 또는 2001년 8월 16일자로 출원된 US 특허출원 09/9

30,868, 발명의 명칭 ' System and Technique for Mounting a Radar System on a Vehicle'에 기재된 유형일 수 있

다. 상기 특허출원 각각은 본 발명의 양수인에게 양도되었으며, 각각 본원에서 참조로 인용된다.

도 3에서, 예시적인 백업 영역(70)(백업 적용범위 지역(70)으로도 언급)은 차량(72) 후방에 위치되고, 차량(72)보다 

약간 더 넓은, 여기에서는 대략 3 미터 더 넓으며, 차량(72) 뒷 범퍼의 대략 0.1 미터 후방에서 시작하여 대략 9.9 미

터 거리만큼 차량(72) 후방으로 연장한다.

도 4에서, 빔의 앙각(elevation)을 보여주기 위하여 차량(72)의 후방에 위치한 도 4의 예시적인 백업 영역(70)이 단면

으로 도해되었다. 백업 영역(70)은 차량의 뒷 범퍼로부터 대략 20°앙각의 적용범위 지역을 갖는다. 당업자는 다양한

적용 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다양한 폭, 길이와 앙각을 갖는 BUA 시스템에 의해 제 공된 백업 영역(70)이 구성될 수

있음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도 5A에서, FMCW 처프 신호(80)는 BUA 시스템(10)에 의해 제공된다. 특히, 신호는 여기에서는 190 MHz 주파수 

범위+보호 주파수대를 갖는 선형 FMCW up chirp 파형이다. 백업 적용범위 지역(70)내 물체로부터의 대응하는 반향

신호(82)는 물체 탐지 수단을 제공한다. 백업-적용범위 지역(70)(도 3 및 4)내 물체의 상대적으로 정확한 분해능과 

상대적으로 작은 최소 거리 적용범위를 제공하기 위하여, 부가적인 신호(도 5B에 관하여 후술)가 처프 신호(80)와 택

일적으로 사용된다. SODS와도 사용되는 FMCW 처프는 대략 1 내지 10 미터의 거리 범위를 갖는다. 당업자는 의사-

랜덤 코드 및 위상 변조(PM) 코딩된 신호와 같은 타 신호도 탐지된 물체로부터의 전파 지체를 측정하는 데 사용될 수

있음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백업 적용범위 지역(70)내의 물체까지의 거리는 당업자에 공지되어 있는 바와 같이 FFT 처리로부터 결정된다. 어느 

파형을 사용할 것인지의 선택은 BUA 시스템(10) 또는 차량 센서에 위치된 프로세서에 의해 결정되고, 이러한 결정은

백업 적용범위 지역(70)내에 있는 최근접 물체의 위치, 고속으로 차량에 접근하는 물체의 탐지, 및 차량의 현 동작 모

드를 포함한 다수의 요인에 기초하며 이에 한정되지 않는다.

도 5B에서, 시간 영역 펄스 신호(86)는 BUA에 의해 제공된다. 백업 적용범위 지역(70)내 물체로부터의 대응하는 복

귀 펄스 신호(비도시)는 물체 탐지 수단을 제공한다. 특히, 시간 영역 펄스 신호(86)는 좀더 큰 스펙트럼 성분의 대역

폭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상대적으로 긴 전체 펄스 폭을 갖는 고속 상승 리딩 엣지 (leading edge)(90)를 포함한다. 탐

지된 물체의 거리는 측정된 전파 지연에 비례한다. 시간 영역 펄스 신호(86)는 센서 시야에 있는 두 물체의 상대적으

로 불충분한 분해능을 제공하지만, 대략 0.1 m 이하의 정확성으로 둘 이상의 물체 중 최근접 물체에 대하여 상대적으

로 더 양호한 최소 거리 성능을 제공한다. 시간 영역 펄스 신호(86)는 차량의 뒷 범퍼에 근접해 있는 물체에 대한 좀더

정확한 측정을 제공하기 위하여 처프 신호(80)와 택일적으로 사용된다. 물체의 거리는 복귀 펄스 신호의 리딩 엣지로

부터 측정된다.

일 실시예에서, 시간 영역 펄스(86)는 차량 뒷 범퍼 부근의 물체를 연속적으로 측정하기 위하여 대략 10 내지 200 Hz

의 주파수에서 반복된다. BUA 시스템(10) 또는 NOD 시스템(50)내 프로세서 중 하나는 탐지된 물체의 위치와 거리를

저장하기 위하여 트랙 파일을 유지한다.

도 6에서, 측면 물체 탐지(SOD) 시스템으로서 사용하기 위해 각각 도 1 및 2에 관하여 전술한 레이더 시스템과 유사

하고, 자동차 레이더에의 적용에서 BUA 시스템(10)으로 사용하기 위해 확장될 수 있는 예시적인 레이더 시스템(100

)이 좀더 상세하게 도시되어 있다. 레이더 시스템(10), 여기에서는 FMCW 레이더는 시간에 따라 일정 방식으로 변하

는 주파수를 갖는 송신 신호(102)를 송신한다. 송신 신호(102)는 일반적으로 VCO 제어 또는 램프 신호(104)를 전압 

제어 발진기(voltage controlled oscillator, VCO)(106)에 공급함으로써 제공된다. 램프 신호(104)에 응답하여, VCO

(106)는 처프 신호(108)를 생성한다.

RF 신호의 송신 시간 측정은 송신 신호의 샘플(112)의 주파수와 복귀 신호 (110)(수신된 신호(110)로도 언급)의 주

파수를 비교함으로써 측정될 수 있다. 따라서, 거리 측정은 송신 신호의 샘플(112)과 복귀 신호(110)의 주파수 간의 

비트(beat) 주파수를 측정함으로써 얻어지며, 여기서 비트 주파수는 복귀 신호(110)의 시간 지연을 곱한 램프 신호(1

04)의 기울기와 같다.

측정된 주파수는 표적과 레이더 시스템 간의 상대 속도에 기인한 도플러 주파수를 추가로 함유한다. 측정된 주파수 

편이에 미친 두 공헌도가 분리되고 확인되도록 하기 위하여, CW 톤이 처프 뒤에 생성되어 그로부터의 복귀 신호는 

도플러 주파수만큼 차이가 나게 된다.

일 실시예에서, VCO 제어 램프 신호(104)는 디지털 회로 및 기술로 생성된다. 이러한 실시예에서, 램프 신호(104)는 

DSP(114) 및 디지털-아날로그 변환기(digital-to-analog converter, DAC)(116)에 의해 생성된다. 도 6의 SOD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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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템에서는 램프 신호(104)의 생성에 DSP(114) 및 DAC(116)을 사용하는 것이 가능한데, 그 이유는 탐지 지역 크기,

형상 및 분해능을 포함한(이에 제한되지 않음) 탐지 지역 특징의 적당한 선택에 의해, 처프 신호(108)의 정확한 선형

성이 필요하지 않음이 측정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구성으로, 송신 신호(102)의 주파수가 정확하고 용이하게 제어될

수 있어, 여러 특징의 적용이 가능해진다. 일례로서, 램프 신호(104)에서 연속 램프의 하나 이상의 특징이 무작위로 

변동되어 유사한 근접 레이더 시스템 간의 간섭을 감소시킨다. 또다른 예로서, 온도 보정은 램프 신호(104)를 적당히 

조정함으로써 실행될 수 있다. 또다른 예는 VCO 동작 중의 비-선형성에 대한 보정이다. 또한, 하드웨어 변경 또는 조

정을 요할지도 모르는 SOD 시스템으로 의 전환은 단지 소프트웨어를 DSP(114)에 내려받기만 함으로써 용이하고 간

단하게 달성될 수 있다. SOD가 상이한 동작 주파수를 요구하는 다른 국가에서 사용될 때 바람직할 수 있으므로, 예를

들면, SOD 시스템이 동작하는 주파수 밴드는 용이하게 변동될 수 있다.

SOD 시스템의 일렉트로닉스부(120)는 DSP(114), 전원부(122) 및 SOD 시스템이 배치되는 차량과 SOD 시스템 사

이에 신호 버스가 커플링되는 커넥터(124)를 포함한다. 디지털 인터페이스 유닛은 CAN(controlled area network) 

마이크로제어기(128)를 통해 DSP(114)에 커플링되는 제어기 영역 네트워크(CAN) 송수신기(XCVR)(126)의 형태로 

제공된다. CAN 제어기(128)에는 주파수 안정성을 제공하기 위하여 시스템 클록(130)이 커플링되어 있다. 일 실시예

에서, 시스템 클록은 수정 제어 발진기로서 제공된다. 아날로그-디지털(A/D) 변환기(132)는 영상 증폭기(134)의 출

력을 수신하고, 신호를 탐지 작업용 DSP(114)에 커플링하기 위한 디지털 형태로 변환한다. 일 실시예에서, A/D 변환

기(132)는 12-비트 A/D 변환기로서 제공된다. 그러나, 당업자는 특정 적용을 위한 충분한 분해능을 지닌 임의의 A/D

변환기가 사용될 수 있음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신호 버스(136)는 안테나 스위치 회로(140,142)에 커플링되어 스

위치 회로를 포함하는 스위치를 구동하는 제어 신호를 제공한다. SOD 시스템의 일렉트로닉스부(120)에는 또한, 소프

트웨어 지시, 또는 코드와 데이터가 저장되는 메모리가 제공된다. 도 6의 예시적인 실시예에서, 메모리는 플래시 메모

리로서 제공된다.

DSP(114)는 DSP 출력 워드를 각각의 아날로그 신호로 변환하는 DAC(116)에 출력 신호, 또는 워드를 제공한다. 아

날로그 평활화 회로(144)가 DAC(116)의 출력부에 커플링되어 계단형 DAC 출력을 평활화하여 램프 제어 신호를 VC

O(106)에 제공한다. DSP(114)는 각각의 DSP 출력 신호에 의해 생성된 송신 신호의 주파수와 연관시켜 DSP 출력 신

호, 또는 워드 세트를 함유하는 탐색표가 저장되는 메모리 소자(146)를 포함한다.

VCO(106)는 아날로그 평활화 회로(144)로부터 램프 신호(104)를 수신한다. 일 실시예로서, 도시된 바와 같이 VCO

는 24.05 내지 24.25 GHz의 송신 주파수 범위에서 동작하고 출력 신호를 대역 필터(148)에 제공한다.

VCO(106)의 출력은 대역 필터(148)에 의해 필터링되고 증폭기(150)에 의해 증폭된다. 증폭기(150)로부터의 출력 

신호 중 일부는 커플러(152)를 통해 커플링되어 송신 신호(102)를 송신 안테나(154)에 제공한다. 증폭기(150)로부터

의 출력 신호 중 다른 부분은 수신 신호 경로에 있는 혼합기(156)의 LO 입력 포트로 공급된 국부 발진기(LO) 신호에 

대응한다.

스위치 회로(140,142)는 버틀러 매트릭스(도 6에 비도시)를 통해 송수신 안테나(154,158)에 커플링된다. 안테나(15

4,158)와 스위치 회로(140,142), 및 버틀러 매트릭스는 2001년 8월 16일자로 출원되고 본원에서 전부 참조로 인용

되는 동시 계류 중인 US 특허출원 No. 09/931,633, 발명의 명칭 'Slot Antenna Element for an Array Antenna and

Switched Beam Antenna Architecture'에 기재된 유형일 수 있다. 따라서, 여기서는 스위치 회로와 버틀러 매트릭스

가 동작하여 SOD 시스템의 표적 탐지능을 증진시키는 안테나 빔 특징을 지닌 스위칭된 안테나 빔을 갖는 안테 나를 

제공한다고 하면 충분할 것이다.

도시된 바와 같이 복귀 신호(110)는 RF 저 노이즈 증폭기(LNA)(160), 대역 필터(162), 및 또다른 저 노이즈 증폭기(

LNA)(164)에 의해 처리된다. 도시된 바와 같이, LNA(164)의 출력 신호는 송신기로부터 커플링된 국부 발진기 신호

를 수신하는 혼합기(156)에 의해 다운(down)-전환된다. LNA(164)로부터의 RF 신호 및 국부 발진기 신호에 대한 예

시적인 주파수는 24 GHz 정도이다. 비록 예시된 수신기는 직접 변환, 호모다인 수신기이지만, 다른 수신기 토폴로지

도 SOD 레이더 시스템에 사용될 수 있다.

영상 증폭기(134)는 예시적인 실시예에서 1 내지 40 KHz의 주파수를 갖는 다운-변환 신호를 증폭하고 필터링한다. 

2001년 8월 16일자로 출원되고 본원에서 전부 참조로 인용되는 동시 계류 중인 US 특허출원 No. 09/931,593, 발명

의 명칭 'Video Amplifier for a Radar Receiver'에 기재된 바와 같이, 영상 증폭기는 온도 보정, 누출 신호의 필터링,

및 주파수에 기초한 감도 제어를 포함한 특징들을 통합할 수 있다.

A/D 변환기(132)는 영상 증폭기(134)의 아날로그 출력을 추가 처리를 위한 디지털 신호 샘플로 변환한다. 특히, 디지

털 신호 샘플은 DSP내에서의 고속 푸리에 변환(FFT)에 의해 처리되어 다양한 주파수 범위(즉, 주파수 빈 bin)내 복귀

신호의 함량을 측정한다. 2001년 8월 16일자로 출원되고 본원에서 전부 참조로 인용되는 동시 계류 중인 US 특허출

원 No. 09/931,636, 발명의 명칭 'Radar Transmitter Circuitry and Techniques'에 기재된 바와 같이, FFT 출력은 

하나 이 상의 알고리듬이 실행되어 시야 안의 물체를 탐지하는 신호 프로세서(114)의 나머지에 대한 데이터로서 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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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레이더 시스템은 송신 신호 주파수의 온도 유도된 변동이 램프 신호를 조정함으로써 보정되는 온도 보정 특징을 포함

할 수 있다. 이러한 목적상, 송신기(101)는 마이크로파 신호 검출기(168)에 커플링된 유전체 공진기(166)를 포함한다

. 마이크로파 검출기의 출력은 DSP(114)에 의한 처리를 위해 CAN 제어기(128)의 아날로그-디지털 변환기에 커플링

된다. 이러한 처리의 세부사항은 전술한 US 특허출원 No. 09/931,636, 발명의 명칭 'Radar Transmitter Circuitry a

nd Technique'에 기재되어 있다.

일 실시예에서, 송수신 안테나(154,158)의 개구는 저온, 동시 연소된 세라믹(LTCC) 기판(비도시) 표면에 형성된다. 

도면 부호(170)로 표시한 RF 송신기 및 수신기 성분을 제공하는 RF 회로 성분이 LTCC 기판내에 또는 그 위에 포함

된다.

VCO(106)은 LTCC 기판 표면상에 배치된 표면 장착 성분으로서 제공된다. 마찬가지로, 증폭기(150,160,164) 및 혼

합기(156)는 단일 칩안에 만들어진 마이크로파 집적 회로(MMIC)로서 제공될 수 있고 LTCC 기판 표면에 배치된다.

마찬가지로, 일렉트로닉스부(120)를 포함하는 이들 성분은 인쇄 회로 기판(비도시) 상에 배치된다. 예를 들면, DSP(1

14), DAC(116), 전원부(122), LAN XCVR 및 제어기(126,128) 및 A/D(132)는 모두 인쇄 회로 기판의 제 1 또는 제 

2 표면 상에 배치된다. 이러한 식으로, BUA 시스템(10)이 컴팩트 패키지로 전체 레이더 시스템으로서 제공된다.

동 도면 부호가 도 6에서의 동 소자를 나타내는 도 6A에서, BUA 시스템(10)은 외부 수신 안테나(16′) 및 외부 송신

안테나(18′)와 같은 부가 성분을 포함한다. BUA 시스템(10)은 모드 선택 입력부(178), 타이머 회로(182) 및 CW R

F 신호 소스 VCO(106)에 커플링된 펄스 파형 발생기(180)를 추가로 포함한다. 타이머 회로(182)는 복귀 펄스 검출

기(172)에 커플링된다. 펄스 파형 발생기(180)는 도 6의 회로에서 신호(108) 또는 신호(102)로 도시된 연결선에 포

함될 수 있다.

펄스 파형 발생기(180)는 타이머 회로(182)에 커플링된 타이머 입력부(188)를 포함한다. 펄스 파형 발생기(180)의 

출력부는 스위치(184)의 입력부에 커플링된다. 스위치(184)는 내부 송신 안테나(18)에 커플링된 제 1 출력부 및 외부

송신 안테나(18′)에 커플링된 제 2 출력부를 갖는다.

수신 회로는 내부 수신 안테나(16)와 외부 수신 안테나(16′) 각각에 커플링된 입력 포트를 갖는 부가 스위치(186)를

포함한다. 스위치의 출력 포트는 RF 저 노이즈 증폭기(LNA)(160)의 입력부에 커플링된다(도 6). 타이머 회로(182)는

BUA 프로세서에, 예를 들면 거리 측정을 제공하는 DSP에 커플링된다. RF 저 노이즈 증폭기(LNA)(160) 출력은 타

이머 회로(182)에 커플링된 검출기(172)에 공급되어 복귀 펄스(90)를 검출하고 측정한다.

일 실시예에서, 펄스 파형 발생기(180)는 예를 들면, 고속 스위치이다. 동작시에, 모드 요청이 모드 선택 입력부(178)

를 통해 프로세서에 제공되어 센서가 SOD 모드, BUA 모드, 또는 또다른 모드로 동작할 지 여부를 선택한다. BUA 모

드에서, 스위치(184,186)의 출력은 외부 안테나(16′,18′)에 커플링된다. 펄스 파형 발생기(180)는 타이머 회로(18

2) 또는 FMCW 처프 신호(80)에 의해 제어된 시간 영역 펄스 신호를 송신 안테나(18, 18′)에 선택적으로 커플링되

는 스위치(184)에 제공한다. 타이머 회로(182)는 상대적으로 고속 상승 시간 및 저속 감쇠를 갖는 스위칭 펄스 시리

즈를 제공하는 파형 발생기(180)에 입력을 공급한다. 도 5A 및 도 5B에 관하여 전술한 바와 같이, 펄스 파형 발생기(

180)는 처프 신호(80) 또는 시간 영역 펄스 신호(86)를 교대로 제공한다. 일 실시예로서, 시간 영역 펄스가 제공될 때,

처프 신호(80)는 디스에이블 되어 순수한 CW 톤 신호가 펄스 파형 발생기(180)에 제공된다. 이와 달리, 주파수 변조

의 일부 형태가 여전히 보유될 수 있어 시간 영역에서의 검출을 허용한다. 처프 발생으로부터 펄스 발생으로의 전환은

예를 들면, 처프 발생기를 CW 톤 상태로 돌입시키고, 송신된 CW 톤을 타이머 회로(182)하에서 스위치 온/오프하여 

요구되는 상승 및 감쇠 시간을 갖는 펄스를 형성시킴으로써 달성된다. 처프 발생기는 예를 들면, DAC(116)으로부터 

일정 출력을 제공하거나 VCO(106)를 디스에이블시킴으로써 CW 톤 상태로 놓이게 된다. 따라서, BUA 모드에서, B

UA 시스템(10)은 외부 송신 안테나(18′)에 커플링된 FMCW 처프 신호(80)와 시간 영역 펄스 신호(86) 둘다를 사용

하며, 복귀 신호는 외부 수신 안테나(16′)에서 수신되며 외부 안테나(16′,18′)는 뒷 범퍼 상에 배치된다. SOD 모

드에서, 시스템은 내부 송신 안테나(18)에 커플링된 FMCW 처프 신호(80)를 사용하고 복귀 신호는 내부 수신 안테나

(16)에서 수신된다. 모드는 자동으로 스위칭되거나 차량 운전자에 의해 수동으로 세팅될 수 있다. 예를 들면, 차량이 

저속으로 역방향으로 운행할 때, 시스템은 BUA 모드로 스위칭할 수 있다.

BUA 시스템(10)은 다수의 서브어레이가 사용될 때 안테나에 연결되는 RF 케이블의 수를 감소시키기 위해 안테나에

서 능동 스위칭을 포함하는 택일적 송신 안테나(18″)(및 대응하는 수신 안테나(비도시))를 추가로 포함할 수 있다. 

이러한 실시예에서, 복수개의 로직 케이블이 스위치(194a-194n)에 커플링되어 안테나 서브어레이를 제어한다. 다수

의 서브어레이가 사용되면 더 양호한 지역 규정 및 거리 정밀도 및 정확도가 달성될 수 있지만 복잡성이 증가된다. 물

체를 탐지한 후, BUA 시스템은 특정 서브어레이를 선택하여 백업 적용범위 지역(76)내 물체의 마지막으로 알고 있던

위치와 거리의 함수로서 신호를 송수신한다. 일반적으로, 최근접 물체가 가장 중요하지만, 시스템은 백업 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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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76)으로 들어오는 고속 이동 물체와 같은 예외 상황도 처리할 수 있다. 일 실시예에서, 택일적 송신 안테나(18″

)는 추가의 스위칭능을 제공하기 위하여 버틀러 매트릭스를 포함할 수 있다.

물체가 탐지될 때, BUA 시스템(10)은 차량 운전자에게 표시를 제공한다. 이러한 표시는 가청성 음조, LED 표시기, 

헤드업 디스플레이에 또는 디스플레이능이 있는 차량 거울에 디스플레이되는 영상으로서 제공될 수 있다.

도 7에서, 외부 안테나 조립체(200)(범퍼 안테나 조립체(200)로도 언급)가 범퍼의 페이셔(facia)(204) 상에 장착되며

송신 안테나(18′)와 수신 안테나(16′)를 포함한다. 안테나 조립체(200)는 복수개의 케이블(206)에 의해 스위치(18

4)와 스위치(186)(도 6A)에 커플링된다. 케이블(206)은 RF 신호 또는 논리 신호를 반송하여 안테나 서브어레이를 제

어할 수 있다. 안테나 조립체(200)는 뒷 범퍼의 페이셔(204)에 장착되거나, 임의로는 뒷 범퍼 안에 배치되거나 차량 

후방의 다른 곳에 장착된다.

도 8A-8C에서, 안테나 방사 패턴은 BUA 시스템(10)과 함께 사용되는 다중 소스(224a-224j)에 의해 제공된다. 인접

소스(224a-224j)의 전부 또는 서브세트를 조합함으로써 다양한 근시야 및 원시야 빔 패턴이 형성된다. 예를 들면, 각

각 좌우측에 절반씩(224a-224e 및 224f-224j) 있는 인접 소스(224a-224j)를 조합하면 도 8B에 도해된 바와 같은 

빔(226a,226b)이 제공된다.

도 8A는 외부 안테나 소자 중 소정의 소자와 생성 탐지 지역을 조합함으로써 제공되는 안테나 시스템 빔의 플롯을 나

타낸다. 여기서, 상기 생성 탐지 지역은 근시야에서 동작하는 단일의 전폭(full-width) 개구를 갖는 BUA 시스템(10)

에 의해 제공될 수 있다. 도 8B는 근시야에서 동작하는 좌우 절반으로 분할된 단일의 전폭 개구를 도시한다.

도 8B는 외부 안테나 소자 중 소정의 소자와 도 1의 BUA 시스템에 의해 제공될 수 있는 생성되는 탐지 지역을 조합

함으로써 제공되는 외부 안테나 시스템 빔의 플롯이다. 조합결과 생성되는 빔 어레이 팩터(factor)를 도시하였다. 조

합된 빔(226a,226b)은 옹각이 대략 20°빔 분산된 방위각에서 백업 영역을 커버한다. 개구 테이퍼 가중(aperture ta

per weighting)을 이용한 소스에서의 테이퍼 조명은 근시야의 준-조준 빔을 제공한다. 결과적으로, 예시적인 백업 적

용범위 지역(70′)이 제공된다.

백업 시스템에 의해 사용되는 신호 에너지의 양은 정부 규제에 의해 일부 관할구역에서 스펙트럼 범위에 있어 제한된

다. BUA 시스템(10)이 짧은 거리에서 동 작하기 때문에, 게이트 수신기를 사용하여서는 송신된 신호를 충분히 신속

하게 턴 온/오프할 수 없다. 따라서, 수신 안테나(16′)와 송신 안테나(18′) 사이를 충분히 이격시킬 것이 요구된다. 

외부 수신 안테나(16′)와 외부 송신 안테나(18′)의 물리적인 분리에 의해 이격이 이루어진다. 처프 신호(80)는 협

소한 대역폭을 갖지만 펄스 신호(86)는 상대적으로 넓은 대역폭을 요한다. 근시야에서 동작함으로써, BUA 시스템(1

0)과 범퍼 안테나 조립체(200)는 원하는 직선 방사 패턴을 갖는 준-조준 빔을 제공한다. 이러한 방사 패턴은 에너지

가 표적에 전달되고 충분한 복귀 신호가 제공되도록 보장한다. 직선 형상의 백업 적용범위 지역(70)이 제공된다. 물체

가 탐지되는 방식은 전술한 동시 계류중인 US 특허출원 No. 09/931,631에 기재되어 있다.

도 8A 및 8B의 전형적인 BUA 시스템(10)은 소스(224a-224j)에 인접한 10개의 안테나 소자를 갖는다. 당업자는 본 

발명으로부터 일탈함이 없이 다른 개수의 빔(예를 들면, 10개보다 적거나 많은) 및 소정 범위의 주사각 구축이 가능함

을 인지할 것이다. 특정 적용에 사용되는 특정수의 안테나 소자는 특정 수는 적용범위 지역의 형상, 적용범위 지역의 

크기, 요구되는 방위각 분해능, 복잡성과 비용을 포함하여 다수의 요인에 따라 선택되며 이에 한정되지 않는다.

도 8C는 외부 안테나 소자 중 소정의 소자를 조합함으로써 제공되는 원시야 패턴과 생성되는 탐지 지역(71)을 도시

한다.

도 9에서, 길이가 L이고 폭이 W인 범퍼 안테나 조립체(200)(도 8A)는 외부 송신 안테나(18′)(도 1)와 외부 수신 안

테나(16′)를 포함한다. 일 실시예에서, 범퍼 안테나 조립체(200)는 범퍼 페이셔를 가로질러 있는 금속을 입힌 플라

스틱 구조를 포함하고 폭은 대략 10 cm이며 길이는 대략 2 m이다(도 10 및 11에 관련하여 좀더 상세하게 기술).

또다른 실시예에서, 범퍼 안테나 조립체(200)는 활성 성분을 갖지 않는 수동 어레이로서 외부 송신 안테나(18′)와 

외부 수신 안테나(16′)를 포함한다. 범퍼 안테나 조립체(200)의 외부 송신 안테나(18′)와 외부 수신 안테나(16′)

는 충격에 탄력적이고 백업 적용범위 지역(70)을 커버할 파형을 제공하며 두 개 정도의 적은 수의 RF 케이블로 제어

되는 마스터 일렉트로닉스 및 RF에 연결될 수 있다. 외부 안테나(16′,18′)는 조명 테이퍼(진폭과 위상 모두에서)를

갖추게 설계되며, 그에 따라 앙각이 비교적 협소하고 방위각이 좀더 넓은 파가 생성되어 더 나아가서는 목적하는 백

업 적용범위 지역(70)(지역 적용범위 특징으로 언급)이 유도된다.

도 9의 동 소자가 동 도면 부호로 제공되는 도 10에서, 외부 송신 안테나(18′)는 소자(210a-210m)를 갖는 복수개

의 안테나 송신 서브어레이(208a-208n)(일반적으로 송신 서브어레이(208)로 언급)를 포함하고 외부 수신 안테나(16

′)는 소자(214a-214m)를 갖는 복수개의 안테나 수신 서브어레이(212a-212n)(일반적으로 수신 서브어레이(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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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언급)를 포함한다.

일 특정 실시예에서, 외부 안테나 수신 서브어레이(212)와 송신 서브어레이(208)는 금속으로 코팅된 사출 성형 플라

스틱을 포함하는 가요성 도파관에 의해 제공된다. 범퍼 안테나 조립체(200)는 페이셔 부근의 적용범위 영역에서 갭을

최소화하도록 설계된다. 이들 갭 내에 있는 물체는 통상의 포인트 센서에 의해 종종 간과된다. 이러한 실시예에서, 도

파관 소자는 적당한 위상과 진폭의 RF 신호를 공급하여 백업 적용범위 지역(70)을 커버할 빔을 형성한다. 범퍼 안테

나 조립체(200)는 안테나의 근시야 특징을 이용하기 위하여, 범퍼면에 평행하고 거리에 있어 퍼져나가는 파면을 제공

하는 다중 Huygen 소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

범퍼 안테나 조립체(200)는 비교적 저가의 플락스틱 안테나로서 두 택일적 실시예로 제공된다. 제 1 실시예에서, 내

측이 금속으로 코팅된 플라스틱 재질의 사출 성형된 도파관 네트워크가 제공된다. 제 2 실시예에서, 접착성 플라스틱 

테이프에 인쇄된 스트립라인 회로가 제공되며, 이의 뒷쪽은 금속을 입힌 기평면이 있고 앞쪽에는 복수개의 패치 방사

기를 구비한다.

범퍼 안테나 조립체(200)는 예를 들면, 테이퍼 조명되고 일정하게 편파되는 M-서브어레이(M = 예를 들면, 1 내지 8)

에 32개의 광대역 방사기를 포함한다. 일 실시예에서, 범퍼 안테나 조립체(200)는 4개의 서브어레이를 포함하며 이들

각각은 8개의 광대역 방사기를 갖는다. 범퍼 안테나 조립체(200)는 일체형 광대역 도파관 급전(feed) 네트워크, 흡수

성 부착(stick-on)단 또는 반응성단을 갖는 로드 포트를 구비한 매직 티(magic tee), 및 케이블-프로브 커넥터 인터

페이스를 포함할 수 있다. 또한, 송수신 개구는 물리적으로 분리된다.

도 10의 동 소자가 동 도면 부호로 제공되는 도 11에서, 송신 안테나(18′)는 복수개의 도파관 서브어레이(230a-23

0n) 및 연합된 급전 회로를 포함한다.

도 11A에서, 도 11의 도파관 서브어레이는 제 1 채널(240)에 커플링된 급전부(238)(도 12에 관하여 좀더 상세하게 

설명)를 포함한다. 제 1 채널은 채널(240) 로부터 수신된 신호를 분할하는 제 2 레벨 채널(242a,242b)에 커플링된다.

채널(242a,242b)은 신호를 채널(244a,244b)로 공급하고 이들은 다시 신호를 도파관 출력부(246a-246d)로 각각 공

급한다. 당업자는 채널 및 방사 소자의 개수가 특정 안테나 설계 및 적용범위 영역과 부합하도록 변화시킬 수 있음을 

감지할 것이다.

일 실시예에서, 범퍼 안테나 조립체(200)는 차량의 범퍼에 가해지는 통상의 충격에 탄력적인 플라스틱재 사출성형된 

약간 가요성인 구조를 포함한다. 이러한 구조는 RF 삽입 손실을 최소화하고 구조 밖으로의 원치 않는 RF 누출을 최

소화하기 위하여 적어도 도파관의 내면에 금속이 입혀진다. 안테나는 변동하는 환경 조건하에서 도파관 채널의 저손

실 특징을 보존하기 위하여 도파관 채널에 주입하여 충진되는 독립-기포 저밀도 저손실 발포체를 포함한다. 발포체는

온도 순환에 따른 수분 축적을 방지하고 오물 입자의 도파관으로의 침입을 방지한다. 범퍼 안테나 조립체(200)는 무

간극 접착제 부착을 이용하여 범퍼 페이셔의 배면에 부착되어, 송수신 안테나 간의 RF 누출을 최소화하도록 페이셔를

통한 안정한 마이크로파 매치를 유지한다.

대안의 실시예에서, 범퍼 안테나 조립체(비도시)는 플라스틱재 다층 테이프를 포함하며, 이는 약간 가요성이어서 범

퍼에 가해지는 통상적인 가격에 탄력적인 저가 복합 구조를 제공한다. 범퍼 안테나 조립체는 배면층에 금속을 입힌 

그라운드 평면을 포함하고, 중간층은 인쇄 또는 압연된 송신선을 포함하며, 정면층은 페이셔쪽을 향해 복수개의 패치

또는 슬롯 방사기를 포함한다. 안테나 조립체(200′)는 페이셔를 통한 안정한 마이크로파 매치를 유지하고, 송수신 

안테나간의 RF 누출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접착제로 무간극으로 범퍼 페이셔의 배면에 부착되고, RF 공급 케이블의 

용량성 또는 직접-접촉 연결을 포함한다.

도 12에서, 도파관 서브어레이(230)의 일부는 외부 송신 안테나(18′)에 연결되는 동축 케이블 프로브(270)에 의해 

RF 모듈에 커플링된다. 동축 케이블 프로브(270)는 클립 기구(264)에 의해 도파관 서브어레이(230)에 기계적으로 결

속된다. 도파관 서브어레이(230)는 복수개의 도파관 채널(272a-272n)상에 배치된 상부 덮개(262)를 포함하고, 상기

덮개(262)는 클립 기구(264)와 도파관 채널(272b) 사이에 배치되며 동축 케이블 프로브(270)는 덮개(262)의 개구(

비도시)에 배치된다. 덮개(262)는 하우징(266)(여기에서는 플라스틱으로부터 형성)에 배치된다. 하우징(266)은 도파

관 채널(272)을 형성하는 금속을 입힌 내면(268)과 비-금속면(274)을 포함한다.

도 12A, 12B 및 12C는 동축 케이블 프로브(270)의 상이한 배치를 도해한다. 도 12A에서, 동축 케이블 프로브(270)

는 주변에 외부 실드가 배치되는 중앙 컨덕터를 포함한다. 도파관 채널(272)에 삽입되는 동축 케이블 프로브(270)의 

단부는 외부실드(282)의 일부분을 제거하여 동축 케이블 프로브 유전체(284)의 일부를 노출시키고 있다. 도 12B에

서, 동축 케이블 프로브(270′)는 동축 케이블 프로브(270)와 유사하지만, 도파관 채널(272)에 삽입되는 동축 케이블

프로브(270′)의 말단부에는 외부 실드부(282) 및 중앙 컨덕터부(280)를 노출시키도록 동축 케이블 프로브 유전체(

284)의 일부분을 제거한 것이 있다. 도 12C에서, 동축 케이블 프로브(270″)는 동축 케이블 프로브(270)와 유사하지

만, 도파관 채널(272)에 삽입되는 동축 케이블 프로브(270″) 말단 근처의 일부분은 외부 실드(282) 및 중앙 컨덕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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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0)의 일부(286)를 노출시키도록 동축 케이블 프로브 유전체(284)의 일부분을 제거한 것 모두를 구비하고, 도파관(

272)에 삽입되는 동축 케이블 프로브(270″) 단부의 제 2 부분은 외부 실드(282) 부분 및 일부분(288)이 남아 있도

록 프로브 유전체(284)의 일부분을 제거한 것 모두를 구비한다.

이하, 도 13 및 14에서, 종래기술의 빔 패턴(290) 및 백업 적용범위 영역 패턴(292)이 도시된다. 종래기술 시스템은 

주로 하기 범위에서 원시야 특징을 통상적으로 사용한다:

범위＞2D 2 /λ

상기에서,

D는 안테나 개구의 물리적 범위이고;

λ는 동작 RF 파장이다.

통상의 넓은 개구는 원시야의 협소한 빔, 낮은 사이드로브(sidelobe) 레벨을 위한 고도로 테이퍼되는 개구 조명을 제

공하는 반면에, 근거리에서는 개구의 바깥 부분에서 적용범위가 간과되는 문제가 있다. 또한, 협소한 빔이 안테나 개

구 근처에 잘 형성되지 않는다.

물체가 어레이(224a-224j)(도 8A)의 폭에 비해 어레이로부터 원거리에 있을 경우, 각각의 개별 소자(224a-224j)에

서 물체까지의 거리는 전부 대략적으로 동일하고, 소자의 비는 대략 일정하다. 물체가 어레이에 접근함에 따라, 물체

에서부터 소자의 일부까지(예를 들면, 224e 및 224f)의 거리가 타 소자까지의 것보다, 더 나아가서는 우측과 좌측(예

를 들면, 224j 및 224a)까지의 것보다 훨씬 작은 거리 범위에 도달하게 된다. 이러한 점은 각각의 소자로부터 물체까

지의 거리에 비례하는 출력을 갖는 어레이가 그 물체에 대한 단일 거리가 아니라 거리상의 확산(spread)을 보고하게 

됨을 의미한다. 거리상의 이러한 확산 효과는 물체가 어레이 소자에 접근함에 따라 고유하게 발생하는 거리 계수 가

중(range factor weighting)에 의해 완화된다. 거리 계수 가중은 소자로부터 물체까지의 거리에 반비례한다. 특정 소

자가 물체로부터 멀어질수록, 물체에 대한 반응의 크기는 더 작아진다. 반대로, 물체에 최근접한 소자는 최대 반응 크

기를 갖는다. 따라서 어레이의 합산된 반응은 물체가 최근접한 소자로부터의 반응쪽으로 거리 계수에 의해 가중된다.

예를 들면, FMCW 레이더는 송신된 처프 신호와 그의 시야에 있는 물체로부터 어레이를 통해 수신된 반향간의 비트 

주파수에 비례하는 거리를 측정한다. 거리가 클수록, 비트 주파수는 주파수가 높아진다.

표 1은 32개 소자의 어레이내 개개 소자까지의 거리에 의해 유발된 비트 주파수에서의 확산 예를 보여준다. 주파수에

서 거리로의 변환은 표 1의 예에서 대략 0.83 m/kHz이다. 따라서, 12.6 kHz의 주파수는 10.5 m의 거리 측정에 해당

하고, 0.6 kHz는 0.5 m에 해당한다.

(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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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은 FMCW 처핑된 파형을 사용함으로써 얻은, 비가중 주파수 확산:물체까 지의 거리를 설명한다. 도 1에서 보이

는 바와 같이, 물체가 개구에 접근함에 따라, 물체에서부터 소자까지의 경로 길이는 더 큰 간격에 걸쳐서 변동하고, 그

에 따라 주파수 확산이 증가한다. FMCW 처프 레이더에 의해 제공되는 거리는 합산 신호의 주파수에 비례한다. 합산

된 신호는 따라서 주파수가 변동하는 n개 신호의 합이다. 다행히도, 합이 최대인 기간은 거리 계수 가중에 기인한 최

저 주파수를 갖는 기간이다. 따라서, 보고된 거리는 최근접 거리이다. 물체까지의 진정한 거리에 대하여 인접 거리에

서의 어레이의 광범위한 물리적 거리에 기인한 주파수 확산에도 불구하고, 보고되는 거리는 거리상으로 최근접한 물

체에 가중된다.

개구 테이퍼 가중을 제공하여 근시야의 준-조준 안테나 패턴을 생성함으로써, 근시야의 안테나 패턴은 지역 적용범위

특징을 갖는다. 안테나 패턴은 근시야의 개구에 실질적으로 평행하게 형성된 합산된 파면을 포함한다. 생성되는 개구

테이퍼는 더 작고, 조준 레벨과 사이드로브 레벨(SLL) 간에 균형을 이루며, 생성되는 필드 패턴은 개구로부터 연장하

는 실질적으로 평행한-엣지 빔을 갖는다. 이러한 패턴은, 빔이 안테나 개구에 근접하여 이러한 원하는 형상으로 형성

되고 적용범위가 개구의 전폭까지 연장하는 목적하는 적용범위 지역의 직선 형상에 더 잘 근접한다. 지역 적용범위 

특징은 방위각 적용범위, 사이드로브 레벨, 및 주 로브를 가로질러 있는 리플 간의 균형이다.

도 15 내지 22에서, 수개의 준-조준 안테나 패턴 예를 도시하였다. 도 15는 첫 번째 예시적인 준-조준 어레이의 다양

한 거리에서의 교차-거리(cross-range) 안테나 패턴(300)을 도시한다. 도 16은 도 15의 교차-거리 컷에 대응하는 

필드 패턴 (302)의 윤곽 플롯을 도시한다. 이러한 첫 번째 예에서, 준-조준 안테나 패턴(300)과 필드 패턴(302)을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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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하는 안테나 소자는 개구 테이퍼가 없다. 패턴은 비교적 평행한 빔을 포함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최소의 확산이 

존재한다. 그리고, 안테나 필드 패턴(302)은, 도 13 및 14에 각각 도시된 패턴(290,292)에 비하여 소정의 직선 영역

의 형상을 더 잘 커버한다.

도 17은 소자간의 이격 공간이 변경된 두 번째 예시적인 준-조준 백업 영역 적용범위 교차-거리 컷 패턴(310)을 도

시한다. 도 18은 도 17의 교차-거리 컷에 대응하는 필드 패턴(312)을 도시한다. 두 번째 예에서 준-조준 안테나 패턴

(310,312)을 생성하는 안테나 소자도 여전히 개구 테이퍼는 없지만; 소자 이격 공간이 변경되었다. 패턴(312)은 평행

한 측면을 유지하면서 좌측과 우측에서 도 15의 패턴(302)보다 더 양호한 드롭-오프를 포함한다.

도 19는 개구 테이퍼링이 부가된 세 번째 예시적인 준-조준 백업 영역 적용범위 교차-거리 컷 패턴(320)을 도시하며

(여기에서, 개구 테이퍼 가중은 0.25 해밍 Hamming 테이퍼이다), 이는 통상적인 해밍 테이퍼의 25% 크기만이 적용

되었음을 의미한다. 도 20은 도 19의 교차-거리 컷에 대응하는 필드 패턴(322)을 도시한다. 세 번째 예에서 준-조준 

안테나 패턴(320,322)을 생성하는 안테나 소자는 약간의 개구 테이퍼를 포함한다. 비록 패턴(332)이 여전히 약간의 

쇼울더링(shouldering)을 포함하지만, 패턴(322)은 평행한 측면을 포함하고 좌우측에서 도 18의 패턴(312)보다 더 

양호한 드롭-오프를 제공한다.

도 21은 0.10 해밍 테이퍼가 개구에 적용된 네 번째 예시적인 준-조준 백업 영역 적용범위 교차-거리 컷 패턴(330)

을 도시한다. 도 22는 도 21의 교차-거리 컷에 대응하는 필드 패턴(332)을 도시한다. 네 번째 예에서 준-조준 안테나

패턴(330,332)을 생성하는 안테나 소자는 매우 경미한 개구 테이퍼를 가지며, 여기에서 개구 테이퍼 가중은 0.1이다.

필드 패턴(332)은 평행한 형상을 유지하며, 상부가 좌우측 모두에서 엣지보다 더 편평하고 비교적 더 예리하다.

전술한 실시예에서, 장방형 테이퍼와 부분적인 해밍 테이퍼의 조합을 이용하여 준-조준 안테나 패턴을 제공한다. 당

업자는 Cosine, Raised-Cosine, Kaiser, Hann, 및 Blackmann 개구 테이퍼 가중을 포함한 다양한 조합으로의 다른 

테이퍼가 사용될 수 있으며 이에 한정되지 않음을 감지할 것이다. 물리적인 실행에 있어서, 개구 테이퍼는 수개의 수

단 중 하나 이상, 예를 들면 일체형 분할기의 다양한 레그에서의 전력 분할비를 변화시킴으로써, 또는 개개 방사 소자

와 소자 급전선 간의 커플링 계수를 변경함으로써, 및 손실이 많은 성분 또는 이득이 있는 성분의 포함에 의해 제공된

다.

따라서, 당업자는 BUA 시스템(10)이 독립형 시스템으로서 또는 NOD 시스템에 대한 일부로서 제공될 수 있음을 감

지할 것이다.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를 기술하였지만, 당업자에게는 이들의 개념을 결합하는 다른 실시예도 사용될 수 있음이 

자명해진다. 따라서, 이러한 실시예는 개시된 실시예에 제한되지 않으며 오히려 첨부 특허청구범위의 취지와 범위에 

의해서만 제한되어야 한다.

본원에 인용된 모든 간행물 및 참고문헌은 전부 본원에서 참조로 인용된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차량에 인접한 소정 적용범위 지역내에서 탐지 적용범위를 제공하고, 근시야의 준-조준 안테나 패턴을 갖는 RF 신호

를 송신하도록 적용된 송신 안테나를 포함하는 센서; 및

송신된 RF 신호로서 주파수 변조 연속파 FMCW 처프 신호와 시간 영역 펄스 신호 중 하나를 선택적으로 제공하는 파

형 발생기를 포함하는 백업 보조 표시 시스템.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백업 보조 표시 시스템은,

RF 신호를 수신하도록 적용되며 송수신 누출 감소를 위한 무간극 접착제를 포함하는 상기 송신 안테나로부터 이격되

고, 수신 안테나를 더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백업 보조 표시 시스템.

청구항 3.
제 2 항에 있어서, 상기 백업 보조 표시 시스템은,

상기 수신 안테나에 커플링된 수신기 회로;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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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수신기 회로에 커플링되고, 차량에 근접한 물체의 존재를 측정하는 탐지기를 더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백업 보조 표시 시스템.

청구항 4.
제 3 항에 있어서, 상기 탐지기는,

차량의 후방에 있는 물체의 존재를 측정하고, 차량 운전자에게 물체의 존재 표시를 제공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백

업 보조 표시 시스템.

청구항 5.
제 3 항에 있어서, 상기 백업 보조 표시 시스템은,

상기 탐지기의 출력부에 커플링되며, 물체의 존재 표시를 제공하는 운전자 경보 표시기를 더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백업 보조 표시 시스템.

청구항 6.
제 5 항에 있어서, 상기 표시기는,

가청 표시기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백업 보조 표시 시스템.

청구항 7.
제 5 항에 있어서, 상기 표시기는,

가시 디스플레이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백업 보조 표시 시스템.

청구항 8.
제 7 항에 있어서, 상기 가시 디스플레이는,

LED 표시기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백업 보조 표시 시스템.

청구항 9.
제 7 항에 있어서, 상기 가시 디스플레이는,

헤드업 디스플레이와 차량 거울 디스플레이 중 적어도 하나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백업 보조 표시 시스템.

청구항 10.
제 9 항에 있어서,

상기 헤드업 디스플레이와 차량 거울 디스플레이 중 하나에 영상이 디스플레이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백업 보조 표

시 시스템.

청구항 11.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파형 발생기는,

펄스 파형 발생기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백업 보조 표시 시스템.

청구항 1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백업 보조 표시 시스템은,

모드 요청 입력을 수신하는 모드 선택 포트;

상기 모드 선택 포트에 커플링된 제어 입력부와 신호 입력부를 구비한 송신 안테나 스위치; 및

상기 파형 발생기에 커플링된 타이머 회로를 더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백업 보조 표시 시스템.

청구항 13.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송신 안테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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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인 직선 방사 패턴을 생성하여 상기 차량 후방에 인접하여 배치된 백업 지역을 제공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백업 보조 표시 시스템.

청구항 14.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송신 안테나는,

복수개의 소자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백업 보조 표시 시스템.

청구항 15.
제 14 항에 있어서, 상기 복수개의 소자는,

이격 배열로 배치되어 실질적인 직선 방사 패턴을 생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백업 보조 표시 시스템.

청구항 16.
제 14 항에 있어서, 상기 복수개의 소자에 개구 테이퍼 가중이 적용되어 근시야의 지역 적용범위 특징을 제공하는 것

을 특징으로 하는 백업 보조 표시 시스템.

청구항 17.
제 16 항에 있어서, 상기 개구 테이퍼 가중은,

부분적인 Hamming 가중, 부분적인 Cosine 가중, 부분적인 Raised-Cosine 가 중, 부분적인 Kaiser 가중, Hann 가중

, 또는 Blackman 가중 중 적어도 하나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백업 보조 표시 시스템.

청구항 18.
제 17 항에 있어서, 상기 개구 테이퍼 가중은,

0.25 이하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백업 보조 표시 시스템.

청구항 19.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송신 안테나는,

일정 거리 이격되고 테이퍼지며, 근시야의 지역 적용범위 특징을 제공하는 복수개의 소자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백업 보조 표시 시스템.

청구항 20.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송신 안테나는,

범퍼 페이셔를 가로질러 있는 금속을 입힌 플라스틱 구조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백업 보조 표시 시스템.

청구항 21.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송신 안테나는,

가요성 도파관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백업 보조 표시 시스템.

청구항 22.
제 21 항에 있어서, 상기 가요성 도파관은,

하우징;

상기 하우징 내부에 배치되며, 각각이 한 쌍의 내면과 슬롯 표면을 갖는 복수개의 가요성 도파관 채널; 및

상기 복수개의 가요성 도파관 채널 중 적어도 하나에 커플링된 적어도 하나의 동축 케이블 프로브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백업 보조 표시 시스템.

청구항 23.
제 22 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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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가요성 도파관 채널 중 소정의 채널은 조합되어 복수개의 서브어레이를 형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백업 보조

표시 시스템.

청구항 24.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송신 안테나는,

뒷면과 앞면이 있는 접착성 플라스틱 테이프에 인쇄된 스트립라인 회로;

상기 뒷면에 배치된 금속을 입힌 그라운드평면; 및

상기 앞면에 배치된 복수개의 패치 소자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백업 보조 표시 시스템.

청구항 25.
차량 운전자에게 물체의 존재에 대해 경보를 발하는 방법에 있어서,

FMCW 처프 신호와 시간 영역 펄스 신호 중 하나를 선택적으로 제공하는 단계;

상기 선택된 신호를 송신하는 단계;

근시야의 준-조준 안테나 패턴을 생성하는 안테나를 제공하는 단계;

차량에 근접한 물체의 존재를 탐지하는 단계; 및

물체의 존재 표시를 차량 운전자에게 제공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26.
제 25 항에 있어서, 상기 근시야의 준-조준 안테나 패턴을 생성하는 안테나를 제공하는 단계는,

소정의 개구 테이퍼를 갖는 복수개의 안테나 소자를 제공하는 단계;

상기 근시야의 준-조준 안테나 패턴을 생성하기 위해 상기 안테나 소자를 상호 이격하는 단계; 및

상기 선택된 신호를 상기 복수개의 안테나 소자 중 소정의 소자에 커플링하 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27.
제 26 항에 있어서, 상기 안테나는,

근시야의 지역 적용범위 특징을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28.
제 25 항에 있어서, 상기 방법은,

실질적인 장방형 방사 패턴을 제공하여 차량의 후방에 인접하여 배치된 백업 지역을 제공하는 단계를 더 구비하는 것

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29.
범퍼 페이셔를 가로질러 배치된 하우징;

상기 하우징 내에 배치되며, 각각이 한 쌍의 내면과 슬롯 표면을 갖는 복수개의 가요성 도파관 채널; 및

상기 복수개의 가요성 도파관 채널 중 적어도 하나에 커플링된 적어도 하나의 동축 케이블 프로브를 포함하는 외부 

차량 안테나.

청구항 30.
제 29 항에 있어서, 상기 하우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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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면에 금속 코팅된 사출 성형 플라스틱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외부 차량 안테나.

청구항 31.
제 29 항에 있어서, 상기 외부차량 안테나는,

적어도 하나의 상기 동축 케이블 프로브를 상기 복수개의 가요성 도파관 채널 중 소정의 채널과 결속시키도록 적용된

적어도 하나의 동축 케이블 프로브 클립 기구를 더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외부 차량 안테나.

청구항 32.
제 29 항에 있어서, 상기 외부 차량 안테나는,

상기 복수개의 가요성 도파관 채널과 적어도 하나의 상기 동축 케이블 프로브에 인접한 상기 하우징에 배치되는 덮개

를 더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외부 차량 안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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