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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희

심사관 : 이귀남

(54) 멀티-비트상관기를구비한확산스펙트럼수신기

요약

지상 C/A 코드 수신기 시스템은 디지털 방식으로 수신 콤포지트의 11 개 하프 칩의 일부를 2진수로 샘플링하고 필터

링하고 저장하며, 상기 숫자를 추적되는 위성용 각 일련의 멀티비트 코드 레플리카와 병렬 관계에 있도록 다중 송신

한다. 각 시간 지연 특정 상관 곱은 메모리 매트릭스의 셀 내에 축적됨으로써 각 위성용으로 적어도 22 개의 지연이 

측정될 수 있어서 다중 경로 추적 및 다중 경로 간섭에서 뿐만 아니라 도시 교차로내에서 조차도 각각의 코드 주기가 

빠른 재포착을 제공한다. 메모리 매트릭스의 모든 셀은 약 4ms 후에 단일 위성의 포착을 위하여 이용된다. 얻어진 고

도에 부가하여 두 위성 추적은 클록 홀드와 교호하는 크로스 트랙 홀드를 이용하여 크로스 트랙 산출값을 갱신한다. 

단일 위성 추적은 크로스 트랙 및 클록 홀드 둘 다를 이용한다. 조종 데이터는 회전을 포함하는 운동의 감지된 변화로

갱신된다.

대표도

도 5

명세서

기술분야

본 발명은 일반적으로 확산 스펙트럼 수신기에 관한 것으로, 특히 자동차, 트럭 및 기타 육상 차량의 지상 항법(terre

strial navigation)에 사용되는 범지구 측위 시스템(Global Positioning System; 이하 GPS) 항법 시스템에 관한 것이

다.

[종래기술]

종래, 차량 항법은 주행기록계 같은 외부 센서로부터의 거리 측정에 의하여 어느 정도 도움을 받는 고속도로 및 도로 

지도를 사용하면서 수행되었다. 지난 10여년 동안의 GPS시스템 또는 위성 항법 수신기에서의 진보는 여러 가지 GPS

차량 항법 시스템을 탄생시켰다.

종래의 GPS 차량 항법 시스템은 마지막 차량 위치와 목적지 데이터를 사용하여, 이미 존재하는 맵 데이터 베이스로

부터 얻는 루트(route) 및 회전 데이터를 포함하는, 루트 데이터 베이스를 계산한다. 종래의 GPS 수신기는 시계(視界)

의 창공에 배치된 최소한 3 또는 4개의 위성과 함께 동작함으로써, 필요한 위성 시간을 공급하는 미지수 t user 뿐만 

아니라 사용자(user)를 위치 시키기 위하여 세 개의 직교좌표를 제공하는 미지수 x user , y user ,z user 를 포함하는, 

네 개의 필요한 미지수를 결정하거나 최소한 추산한다. 이미 결정된 값, 예를 들면 z est 또는 t est 로부터 예측가능할

수 있도록 남겨두기 위하여 미지의 시간이나 고도를 추산하는, 시간 또는 클록 홀드(time or clock hold)와 고도 홀드

같은, 기술들은 시계에 있는 4개 이하의 위성과 함께 GPS 수신기의 동작을 수행한다. 특히, 지상 GPS 수신기는 2개 

이하의 위성과 함께 동작하여, 클록 및 고도 홀드를 사용하는 2차원 위치 솔루션(solution)을 제공한다.

4개의 위성으로부터 계속적으로 수신하는 것은 가끔 차량 항법 환경에서의 유지에 어려움이 있고, 또한 알려진 클록 

및 위치 홀드 기술은 단지 적어도 2개의 위성을 갖는 동작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알려진 종래의 차량 항법 시스템

은 일반적으로 추측 항법 정보(dead reckoning information)를 구하기 위하여 외부 센서로 부터의 정보를 갖는 GPS 

위치 정보를 증가시킨다. 이 추측 항법 정보는 가끔 자이로스코프 같은 관성 항법 시스템에도 사용된다.

관성 항법 데이터에서 증가하는 GPS 데이터는, 터널 환경 또는 높은 빌딩사이의 도시 환경 같이 4개 이하의 위성이 

보일 때에도, GPS 차량 항법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준다. 그러나, 그러한 결합 시스템은 복잡성과 비용의 증가로 사용

이 제한된다.

종래의 GPS 수신기는 추적되는 각각의 위성에 대하여 분리된 추적 채널을 사용한다. 각 추적 채널은 다수의 위성을 

사용하기 위해, 분리 하드웨어 성분으로부터 형성되거나, 단일 추적 채널의 하드웨어의 시분할 다중방식에 의해 형성

될 수 있다. 각 추적 채널에서, 수신된 신호들은, 각기 분리된 채 도플러 시프트되어 각 위성의 상대운동을 위하여 보

상된 후, 국부적으로 발생된 위성 특성 코드와 상관된다.

위성 신호 포착(acquisition)이라고 불리는 모드에서, 어떤 지연이 입력된 코드와 가장 정확하게 상관되는지를 결정함

으로써, 상기 위성을 위하여 입력되는, 포착되는 위성에 대한 국부적으로 발생된 코드의 지연된 버전은 도플러 회전된

입력된 신호들과 상관됨으로써 국부적으로 발생된 코드들과 동기된다. 상기 특정 위성에 대한 동기가 이루어지면,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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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위성 채널은, 계속적으로 도플러 회전되어 입력된 신호가 상기 위성에 대한 국부적으로 발생된 코드와 상관되는, 

추적모드로 진행함으로써, 상기 위성은 의사거리 정보를 포함하는 위치정보가 결정된다. 종래의 수신기는, 추적 도중

에, 동기된 또는 프롬프트 버전의 코드에 일찍 또는 늦게 비례하는 1/2 C/A 코드 칩 폭과 같이, 서로 다른 상대적인 

지연에서 국부적으로 발생된 코드의 하나 이상의 버전과 도플러 시프트된 수신된 신호를 상관시킨다. 이들 이른 또는

늦은 상관은 프롬프트 상관의 동기를 정확하게 유지하기 위하여 사용된다. 종래의 수신기는, 특정 위성을 위한 추적이

시작된 이후, 위성신호가 분실되어 동기를 위하여 국부적으로 발생된 코드의 요구되는 타이밍이 더 이상 정확하지 않

다고 알게되면, 탐지모드 또는 이 모드의 제한된 버전을 다시 실행하여, 국부적으로 발생된 코드를 입력된 코드와 다

시 동기시키기 위한 다중 상관에 의해, 위성신호를 다시 얻는다. 국부적으로 발생된 코드가 이미 입력된 코드와 다시 

동기되면, 상기 위성으로 부터의 신호들로부터 위치 정보 데이터가 다시 추출된다.

실질적으로 최적의 동작을 위한 송신기와 수신기 사이를 직선으로 잇는 가시선(line of sight)임이 분명한 가시선 시

스템(line of sight system)을 충분히 고려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많은 다른 무선 주파(RF) 통신 시스템 뿐만 아니라, 

GPS 시스템은, 가끔 수신기가 다수의 다른 경로를 통해 수신되는 신호를 처리해야하는 다중 경로 효과에 어려움이 

있다. 일반적인 예로서, 전송되는 신호의 멀티 카피를 수신하는 안테나가 갖추어진 TV 수신기를 포함하는 간단한 방

송 TV 시스템이 있다.

부가적인, 일반적인 원하지 않는 하나 이상의 반사가 있는 신호들에 의해 의해 수신되는 다수의 신호들이 발생된다. 

송신기로부터 수신기로의 신호 경로에 반사가 있으면, 이 신호경로는 직접 경로보다 더 길어진다는 것은 분명하다. 

다중 경로 신호는, 신호의 도착 시간이 해당 경로의 길이에 의존하기 때문에 신호의 도착시간을 측정 하거나 사용하는

GPS 시스템과 같이, 시스템에 문제를 일으킨다.

다중 경로 또는 반사된 신호들을 포함한 모든 신호들을 직접 처리하는 것은 종종 수신기가 수행하는 처리의 질을 떨

어뜨린다. 위에서 설명한 간단한 방송 TV 전송 시스템에서, 수신기에 의한 조정되지 않은 다중 경로신호의 처리는 통

상적으로 알고있는, 다중 신호가 TV영상에서 오프셋을 표시하는 '고스트(ghost)'라 불리는, 질적 저하를 초래한다. 

표시된 오프셋 비디오 신호에 의해, 수신된 다양한 다중 경로 신호의 경로 길이에서, 차이가 발생한다.

다양한 원하지 않는 다중 경로 신호가 직접 경로 신호보다 더 긴 다양한 전송시간과 더 큰 길이를 갖는 반면, 직접 경

로는 가장 짧고 또한 송신기로부터 수신기로의 가장 짧은 전송시간을 필요로 한다. 신호는 도착시간에 따라 TV 수신

기의 일부분에서 처리되고, 그 결과로서 비디오 디스플레이에는 서로 다른 패스 길이에 따라 TV 모니터의 공간에 약

하게 변경된 다수의 영상이 포함될 수 있다.

다중 경로 도착 문제에 대한 종래의 부분적인 솔루션은 많이 있다. TV 방송을 예를 들면, 수신기에 의해 처리되는 많

은 다중 경로 신호를 줄이기 위하여 높은 직선 안 테나가 수신기용으로 사용된다. 덧붙여, 신호의 크기는 경로 길이의 

자승에 따라 감소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직선 경로신호의 크기가 근본적으로 원하지 않는 다중 경로 신호의 크기보다

크다는 지식을 사용하는, 차별되는 다양한 기술들이 개발되고 있다.

PRN 엔코딩된 확산 스펙트럼 신호를 사용하는 GPS 시스템과 같은 다른 종류의 시스템에서는, 종래의 기술을 사용하

기 어렵거나 불가능 하다. 예를들어, GPS 송신기는 복소(complex) 궤도 경로를 갖는 위성에 위치함으로써, 다중 송

신기의 위치는 계속 변한다. 이것에 의해 높은 지향성 안테나(direction antenna) 시스템이 거의 완전히 쓸모없게 된

다. 이와 비슷하게, GPS 수신기에서 사용되는 것들을 포함하는 디지털 수신기는 가끔 수신되는 신호의 높이에 단독

으로는 의존하지는 못하지만, 도착 시간과 같은 다른 신호특성에는 의존한다.

최근의 다중 경로 처리 기술은, 가끔 GPS 수신기와 같이 상당히 복잡하고 부정확한 복소 수신기에 사용된다. 그와 같

은 종래 기술의 한 예는 1995년 5월 9일에 등록되고 캐나다 NovAtel Communication 주식회사에 양도된 패트릭 팬

톤(Patrick Fenton)의 미국 특허, 출원번호 5,414,729에 기재되어 있다. 이 기술에서, 다중 경로 성분을 포함하는 수

신 신호가 부분적으로 처리된 자동상관 함수는 예측된 직접 경로 신호의 예측된 자동상관 함수와 비교되어, 다음의 

처리를 위하여 다중 경로 신호와 직접 경로 신호가 비교된다. 이러한 처리되고 예측된 상관 전력을 비교하는 기술은 

복잡하고, 또한 부분적으로 처리된 신호 자체가 수신기 제한을 포함하는 다중 경로 효과에 부가되는 많은 효과로부터

신호 성능저하(degradation)에 관한 것이라는 점 에서 에러와 관련되며, 또한 다중 경로 처리 기술의 정확성이나 유

용성을 저감시킬 수 있다.

예를 들어, GPS 위성 송신기로부터의 위치정보를 결정하기 위하여 GPS C/A 신호를 추적하는데 있어서, 코드 위상으

로 알려진, 다양한 GPS 위성의 각각으로부터 수신된 C/A 신호의 직접 경로 성분의 PRN 변조의 도착시간에 대한 정

확한 예측은 일반적으로 중요하다. 또한, 반송파 위상으로 알려진, 변조가 수행되는 위성으로부터 전송되는 잠재적인 

반송파 신호의 위상을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위에서 인용한 펜톤(Fenton) 특허의 도 6, 도 7, 및 

도 8에 분명히 도시된 바와같이, 추적에서 사용되는 상관 작용의 왜곡에 의하여, 지연된 다중 경로 성분은 코드의 추

적을 저감하고 반송파 위상을 예측한다.

필요한 것은, PS 항법 시스템과 함께 사용되는 것과 같은 개선된 확산 스펙트럼 수신기이고, 그것은 다중 경로 간섭을

포함하는 넓은 범위의 수신 조건에서 개선된 결과를 제공하고 종래 설계의 한계를 극복한다.

발명의 요약

일 양상에 따르면, 본 발명은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3 또는 4개의 GPS 위성보다 적은 수의 GPS 위성으로부터 계속적

인 GPS 데이터를 갖는 항법을 계속할수 있는 GPS 수신기를 사용하는 개선된 지상 항법 시스템을 제공한다. GPS 데

이터는 다른 소스로부터의 데이터로 부가된다. 상기 증가 데이터의 소스는 외부 센서로 부터의 데이터, 맵 데이터 베

이스를 포함하는 데이터 베이스, 그리고/또는 운행되는 차량의 물리적 환경에 대한 지식을 포함할 수 있다. 그러한 증

가 데이터의 사용은, 계속적으 로 주시 가능한 3개 또는 4개의 GPS 위성보다 적은 수의 위성을 갖는 맵 데이터 베이

스 그리고/또는 외부 센서로 집적된 GPS 시스템뿐만 아니라 독립형의 GPS 시스템을 위한 GPS 위성 항법 솔루션을 

허용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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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양상에 따르면, 본 발명은 디지털 ASIC와 RF 칩을 사용하는 GPS 시스템과 상대적으로 넓은 IF 밴드를 제공한

다. 예를 들어, 디지털 필터 또는 십진 계수기(decimator)는 시스템을 저감된 클록 율로 운전시키기 위하여 디지털 칩

과 연관되어 있는 반면, 간단한 2극 LC IF 필터는 RF 칩과 연관되어 있다. 간단한 2극 필터는 이것이 사용되지 않으

면 종래의 수신기 시스템에서 사용되어야 하는 보다 복잡하고 값비싼 5극 또는 6극 필터를 대신하여 사용된다.

또 다른 양상에 따르면, 본 발명은, 전송 정보의 방향이 제공됨으로써 항로를 결정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맵 데이터가 

단일 위성 솔루션을 위한 데이터 증가의 소스로서도 사용되는, GPS 수신기를 제공한다.

또 다른 양상에 따르면, 본 발명은 물리적인 환경으로부터의 정보를 사용하는 GPS 데이터의 확장 방법을 제공한다. 

예를 들어, 차량은 통상 도로의 폭보다 더 넓지 않게 따라가도록 구속되고, 가끔은 단지 도로 폭의 반을 따라가며, 기

차는 상기 진로의 폭을 따라가도록 구속된다. 이러한 크로스 트랙 구속 데이터(cross track constraint data)는 확장 

데이터를 제공하기 위하여, 그리고 자동차로 하여금 계속 시계에 있는 하나의 위성으로 운행하게 하기 위하여 사용된

다. 상기 크로스 트랙 구속 데이터는 주행기록계 측정에 근거하는 GPS를 제공하기 위하여, 전체 이동 거리를 계산하

기에 유용한 트랙 데이터의 계산을 가능하게 한다.

본 발명은 단지 하나의 위성을 추적하는 동안 주행기록계로서 사용하기 위한 트랙에 따른 거리의 계산을 가능하게 한

다. 크로스 트랙 홀드는 직접 트랙을 따른 데이터(along-track data)를 제공한다. 차량의 경우에는, 종래의 주행기록

계를 대신하여 사용되는 거리 이동 정보를 제공한다.

클록 및 고도 홀드에 덧붙여, 본 발명은 도로와 같이 예측되는 트랙을 따르는 자동차와 같은 차량의 진행을 결정하기 

위하여 시계에 있는 단일 위성을 사용하는, 크로스-트랙 홀드로 불리는 기술을 사용한다. 종래에 두 번째 위성으로부

터 요구되는 데이터는 트랙과 직교하고, 도로의 적절한 폭을 나타낸다. 이 값은, 시계에 있는 단일 위성으로부터 유용

한 GPS 항법을 얻는 동안 크로스-트랙 홀드로서 여기에 기술된 모드를 제공하기 위하여, y est 과 같은 값의 예측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충분히 작은 값으로 추산되고/또는 제한된다.

다시 말하면, 본 발명에 따라, 단일 위성 항법은, 시간, 고도, 그리고/또는 크로스-트랙 항법 데이터를 홀드하거나 예

측하는 동안, 온-트랙 항법 정보를 위하여 단일 위성으로 부터의 데이터를 사용함으로써, 달성될 수 있다.

요구되는 증가 데이터는 온-트랙 이동중에 차량에서 발생하는 회전과 같은 물리적 환경에서 다른 소스로부터, 부가

적으로 또는 선택적으로 얻을 수 있다. 본 발명의 다른 양상에 따르면, 차량은 이동중에 발생하는 회전을 검출할 수있

고, 회전시간에 일치하여 회전하는 차량의 현재위치를 최신 정보로 갱신할 수 있다. 회전 검출은, 위치 정보를 얻는 G

PS에서 변화로 인해 얻어진 차량 벡터 속도에서 변화를 모니터 하거나, 콤파스 헤딩(compass heading)에서 변화를 

모니터하거나 또는 다른 종래의 수단에 의해 달성될 수 있다.

다른 양상에 따르면, 본 발명은, 선택된 트랙에 따라 차량의 진행에 연관된 온-트랙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적어도 하

나의 GPS 위성을 추적하는 수단과, 트랙에 직각인 차량의 이동에 관련된 크로스 트랙의 예측을 제공하는 수단과, 상

기 온-트랙 정보와 크로스 트랙 예측으로부터 차량위치 또는 차량속도 같은 차량 항법 정보를 제공하는 수단을 포함

하는, 트랙에 따른 차량의 항법을 위한 GPS 시스템을 제공한다.

다른 양상에 따르면, 본 발명은 선택된 트랙에 따른 차량의 진행에 관련되어 온-트랙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적어도 

하나의 GPS 위성을 추적함으로써 단일 GPS 위성으로부터 위치 정보를 얻고, 트랙에 직각인 차량의 이동에 관련된 

크로스 트랙 정보의 예측을 제공하고, 상기 온 트랙과 크로스 트랙 예측으로부터 차량의 위치를 결정하는 방법을 제

공한다.

다른 양상에 따르면, 본 발명은 차량이 기(旣) 설정된 트랙에 따라 특정 포인트에서 회전한다는 지시를 얻어냄으로써 

도로상에서의 차량 항법을 위한 GPS 위치 정보를 갱신하고, 특정 포인트에서 또는 상기 근처에서 하나 이상의 예측된

회전에 관련된 데이터를 선택하기 위하여 회전 지시(indication)와 저장된 항법 데이터를 비교하고, 상기 예측된 회전

이 상기 지시된 회전과 상응한다는 것을 검증하기 위하여 상기 회전 지시와 예측된 회전 데이터를 비교하고, 상기 차

량이 상기 회전 지시에 상응하는 시간에 예측된 회전 위치에 있었다는 것을 지시하기 위하여 GPS 위치 정보를 갱신

하는 방법을 제공한다.

다른 양상에 따르면, 본 발명은, 차량의 항법을 위한 GPS 시스템을 제공하며, 상기 시스템은, 선택된 트랙에 따른 차

량의 이동 방향에 관련된 온-트랙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적어도 하나의 GPS 위성을 추적하는 수단과, 상기 선택된

트랙에 따른 차량의 이동의 방향에서 변화로부터 차량 항법 데이터를 얻는 수단을 포함한다.

다른 양상에 따르면, 본 발명은, 예를들어, 교차점을 제외하고는 빌딩이 위성을 시야에서 가리는 도시 환경에서 차량

이 교차점을 통과할때, 단지 짧은 시간 동안에만 볼수 있어도 가려진 위성으로 부터의 데이터가 항법 솔류션을 구하

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빠른 위성 재포착(reacquisition) 기술을 제공함으로써, 전형적으로 도시 도로의 교차로에서 

가능한 위성 시야를 일반적으로 개선하는 장점이 있다.

다른 양상에 따르면, 본 발명은 수신된 확산 스펙트럼 신호에 관련되어 국부적으로 발생된 신호의 다수의 버전을 제

공하는 수단과, 적어도 두 개의 버전의 각각에 관련된 곱(프로덕트) 신호를 만들기 위하여 국부적으로 발생된 신호의 

적어도 두 개의 버전과 상기 확산 스펙트럼 신호를 합치는 수단과, 상기 국부신호의 세 번째 버전의 파라미터를 조정

하기 위하여 적어도 두 개의 곱 신호를 산출하는 수단과, 데이터 신호를 만들기 위하여 국부 신호의 조정된 세 번째 

버전과 확산 스펙트럼 신호를 결합하는 수단과, 확산 스펙트럼 신호가 이용할 수 없게 되면 예측된 파라미터의 값을 

결정하는 수단과, 국부적으로 발생된 신호의 부가적인 다수의 버전 각각에 관련된 부가적인 곱신호를 만들기 위하여 

수신된 신호와 예측된 값에 관련된 국부적으로 발생된 신호의 부가적인 다수의 버전을 결합하는 수단과, 재포착된 데

이터신호를 만들기 위하여 상기 부가적인 곱 신호를 산출하는 수단,을 구비한 확산 스펙트럼 수신기를 제공한다.

다른 양상에 따르면, 본 발명은, 선택된 위성의 트랙을 위한 프롬프트 버전의 지연을 조정하기 위하여 GPS 위성으로

부터 수신된 신호와 코드의 국부적으로 발생된 모델의 이른, 프롬프트, 및 늦은 버전과 상호관련시킴으로써 위성으로

부터 코딩된 GPS 신호를 위하여 수신기를 작동하고, 선택된 위성이 가능하지 않을 때 지연의 예측된 값을 유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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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관 곱을 만들기 위하여 위성으로부터 수신된 신호와 국부적으로 발생된 코드의 다수의 다른 이른 버전을 상호관련

시키고, 상관 곱을 만들기 위하여 신호와 위성으로부터 수신된 국부적으로 발생된 코드의 다수의 다른 늦은 버전을 

상관시키고, 위성을 트랙하기 위한 코드의 새로운 프롬프트 버전으로서 기 설정된 임계값 위에 가장 큰 상관 곱을 만

드는 버전을 선택함으로써 이전에 가능하지 않았던 선택된 위성을 재포착하는 방법을 제공한다.

다른 양상에 따르면, 본 발명은, 전송된 코드의 시 구간을 샘플 수의 두배로 나눌 수 있어도, 다수의 타임 세그먼트로 

나누기 위한 제1 타임 슬라이싱(slicing) 레벨; 다수의 수신기 중에서 하나를 추적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각 채널, 각 

타임 세그먼트를 다수의 채널로 분할하기 위한 제2 멀티플렉싱 레벨; 다수의 세그먼트 중 하나에서 다수의 채널 각각

을 다수의 코드 위상 지연 테스트로 분할하는 제3레벨; 을 갖는 다수의 송신기로부터의 고정된 길이의 시 구간 동안 

반복되는 다수의 고정된 비트를 갖는 확산 스펙트럼 코드를 위한 확산 스펙트럼 수신기를 제공한다.

다른 양상에 따르면, 본 발명은, 다수의 소스로부터 수신된 확산 스펙트럼 신호 합성으로부터 디지털 필터링된 I 와 Q

샘플들을 추출하는 샘플러와; 각 구간에서 수 신된 신호의 샘플을 다수의 타임 세그먼트로 나누는 수단과; 순차적인 

샘플의 다른 버전을, 각 채널이 다수의 소스 중에서 하나를 나타내는 다수의 채널의 각각으로 분리하는 시 분할 다중

송신기와; 각 채널에서의 샘플 버전을 상기 채널에 의해 표현되는 소스로부터 상기 신호에 인가되는 스펙트럼 확산 

코드의 순차적으로 지연된 버전의 시리즈와, 각 채널에서의 샘플의 버전을 상관시키는 상관기와; 상기 신호에 관련된

정보를 추출하기 위하여 하나 이상의 간격 구간 동안 수행되는 상관의 결과를 처리하기 위한 각 채널에, 지연 시리즈 

각각을 연관시키는 누산기;를 포함하여, 각각이 공통 고정 간격에서 반복되는 다른 스펙트럼 확산 코드에 의해 변조

되는, 다수의 소스로부터 신호를 처리하기 위한 수신기를 제공한다.

다른 양상에 따르면, 본 발명은 다중 경로 신호의 동시수신으로 인한 에러, 의사거리, 또는 잔류 코드 위상 추적이 검

출, 예측, 정정되는 GPS 수신기를 제공한다. 특히, 내부적으로 발생된 코드로 입력됨으로써 다중 경로신호 및 직접 경

로신호 합성의 상관 함수의 왜곡은, 다중 경로 왜곡이 없이 기대되는 상관 함수의 모델과 합성 상관함수의 하나의 양

상과의 비교에 의해 검출된다. 비교는 잔류 에러를 표시한다.

이상에서, 직접 경로 및 하나 이상의 다중 경로 신호의 합성은 상관함수를 왜곡한다는 것이 결정되었다. 만약, 대개의

경우에서, 다중 경로 신호가 직접 경로 신호보다 약해진다면, 입력된 그러한 신호들 사이의 간섭은 상관함수의 예측

가능한 왜곡을 일으킨다. 만약, 상기 다중 경로 신호의 반송파 위상이 상기 직접 경로 신호의 반송파 위상으로부터 약 

0도에서 90도 사이에서 시프트된다면, 상기 신호들은 상기 상관함수의 확장을 일으키는 서로에게 다시 영향을 미치

는 경향이 있다. 유사 하게, 만약, 다중 경로 신호의 반송파 위상이 직접 경로 신호의 반송파 위상으로부터 약 90도에

서 180도 사이에서 시프트된다면, 상기 신호들은 서로를 취소시키는 경향으로 인해 상관함수를 좁히는 결과가 일어

난다.

상관 곱은 코드 추적 루프에서 사용되어 코드 위상을 추적하고 결정한다. 가장 일반적인 기술은, 하나의 C/A 코드 칩 

폭으로 인솔류션 분리된 같은 크기(magnitude)(또는 전력(power))을 갖는 포인트를 추적하고, 같은 크기의 이들 포

인트 사이의 중간 포인트로서 직접 경로 신호의 도착 시간을 예측하는 것이다. 직접 경로 도착 시간의 양쪽의 같은 크

기를 갖는 포인트들은 이른 및 늦은 상관 시간으로 알려져 있으며, 또한 정확한 상관시간으로 불리는 직접 경로의 예

측된 도착시간으로 알려져 있다. 다중 경로신호의 존재(presence)시, 상관함수는 왜곡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서, 이

른 및 늦은 상관사이의 중간 포인트, 즉 프롬프트 상관은 직접 경로신호의 도착시간의 정확한 예측은 아니다.

합성 상관함수가 왜곡되어 단지 하나의 직접 경로 신호를 위솔류션 기대되는 상관함수보다 넓어지면, 상기 왜곡은 프

롬프트 상관이 실제의 수신된 직접 경로 신호에 뒤지는 지연 에러(lag error)를 일으킨다. 유사하게, 합성 상관함수가 

원하는 것보다 더 좁아지면, 상기 왜곡은 프롬프트 상관이 직접 경로 신호의 도착시간에 앞서는 선행 에러(lead error

)를 일으킨다.

그러므로, 프롬프트 상관은, 여기에서 잔류 코드 추적 에러라고 표시된 양에 의해, 직접 경로 신호의 실제 도착시간보

다 선행되거나 지연된다. 에러의 크기는 상관함수의 좁은 정도 또는 넓은 정도에 의해 예측될수 있다. 이러한 에러의 

감소, 검출, 그리고 에러의 상관은 결과 위치 결정의 정확도를 높인다.

또한 본 발명은, 원하지 않는 다중 경로 신호인 비-직접 경로(non-direct path)의 효과를 제거하거나 취소시키기 위

하여 입력된 신호로부터 감산될 수 있는 입력된 신호의 합성된 복제(replica)를 생산하기 위하여 입력된 직접 및 다중

경로 합성신호를 처리함으로써 다중 경로신호의 효과를 직접적으로 취소시킬 수 있는 개선된 다중 경로 신호처리기

술을 제공한다. 입력된 신호를 실질적으로 취소하는, 복제를 생산하는데 필요한 단계의 결과로서, 입력된 실제 반송파

와 코드 위상은 다중 경로 성분의 저감없이 정확하게 결정된다. 보다 바람직하게는, 취소는, 시스템의 복잡성과 요구

된 신호처리를 줄이고 다음의 처리를 정확성을 높이기 위하여 입력된 신호가 부분적으로 처리된 이후에 일어날 수 있

다.

다른 양상에 따르면, 본 발명은, 입력된 신호에 인가된 추적 루프가 다중 경로 성분을 포함하는 입력된 신호의 정확한

복제를 합성(synthesize)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다중 경로 신호 처리를 위한 개선된 기술을 제공한다. 다음으로, 상기

복제는 다중 경로 저감없이 입력된 신호를 디코딩하기 위하여 처리되는 신호로부터 취소(cancel)된다. 복제 신호는 

최소 자승 또는 유사한 근사 기술을 사용하는, 다중 경로에 의해 발생된 왜곡을 포함하는 입력된 GPS 신호를 근사시

키기 위하여 합성된다. 이것은, 다중 경로 신호 프로파일의 유용한 예측을 제공한다. 이러한 예측으로부터, 입력된 직

접 경로 GPS 신호의 반송파 위상과 코드의 상대적으로 정확한 측정이 얻어진다.

다른 양상에 따르면, 본 발명은 차등(differently) 시간 지연된 코드 복제의 적어 도 하나의 시리즈에 확산 스펙트럼 

신호의 각 순차 세그먼트를 상호관련시키는 멀티비트 디지털 상관기와, 코드 소스 특정 정보를 얻기위하여 상관기에 

반응하는 매트릭스 수단을 포함하는 확산 스펙트럼 수신기를 제공한다. 멀티비트 상관기는 코드 복제 세그먼트의 일

부에 각 순차 세그먼트의 일부가 동시에 상관되는 상관기의 집합으로부터 형성된다. 시간 지연된 코드 복제의 시리즈

는 구분되어 연속적으로 일어나거나 인터레이스(interlace)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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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적인 C/A GPS 동작을 위하여, 각 세그먼트는, 다수의 위성 채널 및 시간 지연들이 해당하는 숫자만큼의 다른 것

들에 비례하는 반면, 3, 11, 및 31로부터 선택된 숫자에 비례하는 칩 폭의 반의 정수의 지속기간(duration)을 갖는 신

호 샘플을 포함해야 한다. 멀티비트 상관기는, 샘플 레지스터가 연이은 순차 세그먼트를 모으는 동안, 제1 순차 세그

먼트에 따라 동작한다. 메트릭스 수단은 확산 스펙트럼 신호의 상관에 관련된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한 m×n 데이터 

셀을 포함하고, 수신기는 m개의 다른 시간 지연된 상관 곱의 n개의 다른 코드 특정 집합을 형성하기 위하여, 또는 하

나의 코드를 위한 n×m개의 다른 시간 지연된 상관 곱을 형성하기 위하여, 선택적으로 동작가능하다.

시간 지연된 코드 복제의 시리즈는, 추적 윈도우로부터 시간 분리된 재-갭쳐(recapture) 윈도우를 커버하는 부가적

인 시간 지연된 코드 복제 뿐만 아니라, 선택된 코드 송신기로 부터의 프롬프트 시간 지연을 추적하기 위하여 충분한 

시간의 추적 윈도우를 커버한다. 재켑쳐 윈도우는, 수신기가 정상적인 동작을 하는 동안 코드 전송기 엄폐(obscurati

on)를 예측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난 이후에, 각 코 드를 위한 프롬프트 시간 지연 상관 곱을 포함하기에 충분히 크다.

다중 경로를 실행하는 것은, 코드의 소스로부터 다중 경로 신호의 부정확한 추적을 검출하기 위한 프롬프트 지연보다

더 적은 시간 지연을 표현하는 상관 곱을 모니터링하는 수단과 함께, 코드의 소스로부터 프롬프트 지연을 추적하기 

위한 메트릭스 수단에 반응하는 추적 수단을 사용함으로써 향상된다. 더욱이, 다중 경로 에러는, 동일 상관 곱의 크기

의 비율에 반응하는 프롬프트 지연을 선택하기 위한 수단과 함께 상관 곱 간의 시간 지연을 포함하는 상관 곱에 동일

하게 되기 위한 두 개의 시간 지연된 복제의 상관 곱을 일으키는 수단을 사용하여 프롬프트 상관 주변의 상관 곱의 비

율을 분석하여 간섭을 보정함으로써 줄어든다. 프롬프트 시간 지연은, 만약 동등 상관 곱의 시간 지연 사이의 시간 지

연 하프웨이(half way)를 갖는 상관 곱에 따른 동등 상관 곱의 크기의 비율이, 상기 동등 상관 곱의 시간지연의 하나

의 하프웨이 보다 더 작다면, 만약 동등 상관 곱의 시간 지연 사이의 시간 지연 하프웨이를 갖는 상관 곱에 따른 동등 

상관 곱의 크기의 비율이, 상기 동등 상관 곱의 시간지연 사이의 하프웨이 보다 많거나 또는 하나보다 크면, 동등 상관

곱의 시간 지연 사이의 하프웨이 보다 작게 되도록 선택된다.

IF 밴드폭은, 제1 비율로 코드 소스로부터 입력된 신호의 디지털화된 샘플을 형성하는 샘플링 수단과, 실질적으로 상

기 제1 비율보다 늦은 제2 비율로 디지털화된 샘플들로부터 순차 세그먼트를 형성하는 디지털 필터링 수단을 사용함

으로써, 개선된다.

수신기의 에너지 소비를 줄이기 위하여 다중 코드 기간 동안 상관을 일시적으로 중 단(interrupt)하는 수단과 코드 소

스 특정 정보를 계속 추출하기 위하여 상관을 재개(resuming)하는 디지털 필터링 수단을 사용함으로써, 핸드 헬드 동

작이 도움이 된다. 상관은 분명히 연속적인 표시를 위하여 주기적으로 재점유될 수 있다. 중단 주기는 코드 주기의 복

합이며, 또한 모델링되지 않은 클록 드리프트(drift)가 코드 소스로 부터의 신호의 상관을 위하여 사용되는 시간 지연 

동안의 시간에서 그 차이보다 작을 정도로 충분히 짧다. 또한 상관은, 코드의 단일 소스에 연관된 클록과 로컬 클록이 

동기화 되도록 하기 위한 클록 드리프트를 모델링하는 수단에 응답하거나 또는 연산자 상호작용에 응답하여 재점유

될 수 있다.

다른 양상에 따르면, 본 발명은, 각각이 위성신호의 수신된 합성의 순차 세그먼트를 나타내는, C/A 코드 주기마다 x 

멀티비트 디지털 세그먼트 값을 산출함으로써, GPS C/A 코드 수신기를 동작하고; 적어도 n ×m 시간 지연 특정 상관

값을 산출하기 위하여 C/A 코드 변조의 별도로 m 시간 지연된 세그먼트의 n 위성 특정 집합들과 각 디지털 세그먼트

값을 상관시키고; x, m 및 n 각각이 C/A 코드 주기별 숫자 코드 칩의 소인수인, 상관 값으로부터 항법 정보를 결정하

는 방법을 제공한다.

다중 경로의 수행은, 프롬프트 지연을, 동등 상관 곱의 크기가 피크 상관 값의 반보다 작거나 같을 때 상기 동등 상관 

값으로 표현되는 시간 지연 사이의 하프 웨이 보다 더 많이, 아니면 동등 상관 곱의 크기가 피크 상관 값의 반 보다 크

거나 같을 때 상기 동등 상관 값으로 표현되는 시간 지연 사이의 하프웨이 보다 더 적게, 선택하기 위하여 그 사이의 

상관값의 크기와 두 개의 동등 상관 값의 크기를 비교함으로써, 개선된다.

배터리 동작은, 수신기의 에너지 소비를 줄이기 위하여, 코드 기간의 시리즈를 상관하는 단계를 중단 함으로써, 개선

된다. 중단 기간은, 하나의 특정 위성에 관련된 시간 지연 세그먼트의 시리즈에 의해 나타나는 시간 지연을 드리프트

하기 위하여, 내부 수신기 클록을 위하여 필요한 시간 보다 적다.

상관은 디스플레이를 갱신하거나, 내부 클록을 갱신하거나, 또는 누름 고정모드(push-to-fix mode)에서 작동자(ope

rator) 간섭에 응하여 주기적으로 재개된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에 따른 차량 항법 시스템의 동작을 나타내는 개략도.

도 2는 시야(visibility)가 좁아진 동안에 개선된 항법을 위하여 사용되는, 도 1에 도시된 GPS 차량 항법 시스템의 블

록도.

도 3은 빠른 위성 재포착(reacquisition)을 위하여 사용되는 GPS 수신기의 단일 위성 채널을 나타내는 개략도.

도 4는 상관 간격의 더 나은 점진적 변화(gradation)를 제공하기 위하여 부가적인 지연된 코드 샘플의 다수의 집합이 

상관되는, 도 3에 도시된 단일 위성 채널의 일부분을 나타내는 개략도.

도 5는 도 1에 도시된 GPS 차량 항법 시스템의 처리 구성요소(component)에 관련된, 그리고 위성 추적 채널의, ASI

C에 대한, 더 나은 수행에 관한 기능 블록도.

도 6은 도 1에 도시된 GPS 차량 항법 시스템의 도플러(Dopper) 블록의 기능 블록도.

도 7은 도 1에 도시된 GPS 차량 항법 시스템의 코더(Coder) 블록의 기능 블록도.

도 8은 도 1에 도시된 GPS 차량 항법 시스템의 상관기(Correator) 블록의 기능 블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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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9는 도 5에 도시된 시스템의 상관기, 코드, 도플러 그리고 다른 블록 사이의 상호연결을 개략적으로 나타낸 기능 

블록도.

도 10은 본 발명의 데이터 패스를 나타내는, 도 5 및 도 9에 도시된, 시스템의 동작에 관한 블록도.

도 11은 본 발명의 데이터 패스의 동작을 설명하는 증가된 시간 세그먼트의 시리즈를 보인 도.

도 12는 도 2에 도시된 위성 수신기 부분의 더 상세한 내용을 포함하는 본 발명의 수신기 전체를 나타내는 GPS 수신

기 시스템의 개략적인 기능 블록도.

도 13은 GRF1 204의 기능 블록도.

도 14는 GRF1 204의 핀 배치를 보이는 도.

도 15는 AGC 인터페이스의 타이밍 도.

도 16은 ASIC GSP1 202, GRF1 204, 및 관련된 부분 들간의 상호연결을 보이는 연결 도.

도 17은 반송파 위상이 약 0도 와 약 180도의 직접 경로 신호의 반송파 위상과는 다른 다중 경로 신호의 존재(presen

ce)에 의하여 왜곡되는 상관 곱(product)와 더불어, 다중 경로 간섭없이 입력된 직접 경로 신호의 상관 곱의 그래프를

나타낸 도.

도 18은 본 발명에 따른 다중 경로 잔여 코드 위상 에러 검출, 계산 그리고/또는 정정과 지연-로크 추적 루프를 도시

한 GPS 수신기의 일부 개략 블록도.

도 19는 반송파 추적 루프에서 나중에 취소하기 위한 에러 추적 루프에서 다중 경로 신호 복제가 생산되는, 본 발명에

따른 다른 실시예를 도시한 GPS 수신기의 일부에 대한 개략적인 블록도.

도 20은 비교 및 선택을 위하여 비트가 복조될 때까지 미지의 Nav 데이터 변조 비트의 예측된 값을 추적하기 위하여 

병렬 처리 패스가 사용되는, 본 발명에 따른 또 다른 실시예를 보이는 GPS 수신기의 일부에 대한 개략적인 블록도.

도 21은 에러 추적 루프에 인가된 코드 위상에 더해지는 것보다, 처리되기 위한 열(raw) 신호로부터 예측된 Nav 데

이터 비트 변조가 스트립(stripped)되는, 도 20에 도시된 것과 유사한 시스템의 개략적인 블록도.

도 22는 직접 및 다중 경로 신호 모델링과 코드 위상 검증(verification)을 나타내는 22개의 탭 지연 라인 이내에서, 

다양한 위치에서 직접 및 다중 경로 신호를 위한 이른, 프롬프트(prompt), 및 늦은 상관 곱의 배치를 보이는, 몇 시간 

동안 몇 개의 SV를 위한 누적된 상관 곱의 매트릭스를 개략적으로 나타낸 도.

도 23은 모든 SV를 위한 순차적으로 코드 위상 검증을 위하여 빠른 포착에서 분리 채널이 사용되는, 본 발명에 따른 

시스템의 일 실시예의 동작을 개략적으로 나타낸 도.

도 24는 위성 시야가 좁아진 동안 개선된 항법을 위하여 사용되는, 도 2에 도시된 GPS 차량 항법 시스템의 선택적인 

실시예의 블록도.

도 25A와 25B는 직선 예측 트랙을 사용함으로써 발생되는 교차 트랙 에러를 보여주는 도.

도 26은 본 발명에 따른 동작의 에너지 감소 슬립 모드의 흐름도.

[바람직한실시예의상세한설명]

도 1은 본 발명에 따른 GPS 차량 항법시스템의 작동에 대한 개략도이다. 도 2를 참조하여 아래에서 보다 설명하는 G

PS차량 항법 시스템은 도로(12)의 중심을 따라 이동하는 차량(10)에 설치된다. 도면의 좌하부에 도시된 GPS차량 항

법 NAVSTAR 위성(14)은 차량(10)의 시계내에 있다. 대략 도로(12)와 도로(16)의 교차로(22)의 위에 위치한 시뮬레

이트된 GPS 원형 오버헤드 디스플레이는 차량(10)에서 바라볼 때 수평선 위 0°와 45°사이의 앙각에 위성이 있다

는 것을 보여준다.

도시(illustration) 상, 위성(18)은 머리 위 0°와 45°사이의 앙각에 위치하고 있다.그러나 위성(18)과 차량(10) 을 

잇는 가시선이 빌딩(20)에 의하여 가리어 위성(18)은 도로(12)를 따라가는 위치에서 차량(10)에서 볼 수 없게 된다. 

이와 마찬가지로 위성 (19)와 차량(10)을 잇는 가시선은 빌딩(21)에 의하여 가리워진다. 그러나 아래에서 설명하는 

바와 같이, 차량(10)이 교차로(22)를 지나갈 때 위성(19)와 차량(10)사이의 가시선은 차량이 교차로(22) 내의 위치(1

1)에 있을 때, 잠시 장애물의 방해를 받지 않는다.

다시 도 2를 들어 설명한다. GPS 차량 항법시스템(24)은 도 1의 차량(10)에 설치될 수 있는 본 발명에 의한 차량 항

법 시스템의 제 1 실시예이다. GPS 차량 항법시스템(24, GPS 안테나(28)에 의하여 위성으로 부터 받는 신호를 제공

받는 GPS 차량 시 스템 모듈(26)과, 현재 또는 예기되는 미래의 차량의 물리적 환경과, 예를 들면 맵 데이터 베이스(3

0)과 관련이 있는 데이터와 예를 들면 입력장치(32)에 의하여 차량의 조종자가 입력되는 데이터를 포함한다. GPS 차

량시스템 모듈(26)은 조종자에게 예를 들면 디스플레이 유니트(34)를 거쳐 GPS 맵 디스플레이의 형태로 출력신호를 

제공하며, 이 출력신호에는 시각적으로 표시되는 데이터를 보충하거나 또는 부분적으로 대체하는데 필요한 음성 인

터페이스 알림 정보뿐만이 아니라 시각표시도 포함할 수 있다.

본 발명은 GPS 수신기만 있는 경우, 예를 들면 맵 데이터베이스(30)으로부터 맵 데이터에 의한 지원을 받는 GPS 수

신기, 그리고/또는 예를 들면 외부 센서와 같은 외부 정보원뿐만이 아니라 맵 데이터 베이스 두가지 모두의 지원을 받

는 GPS 수신기 가지고 사용하는 경우에 설치할 수 있고, 이 외부 정보원은 원하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충분한 수

의 위성이 시계에 없을 때 추측 항법(dead reckoning)에 의한 위치 정보를 지원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조작에 있어서, NAVSTAR 위성으로부터 받는 모든 복합적인 신호는 GPS 안테나에 의하여 GPS차량 시스템 모듈(2

6)의 위성 수신부(36)에 인가된다. 각각의 NAVSTAR 위성으로부터 나오는 신호는 새트트랙(SatTRAK) 채널 (38, 4

0, 42, 44)와 같은 특정 추적 채널로 추적된다.4 내지 12개의 위성들을 추적하고 그 결과 1 내지 12개의 위성 추적 채

널을 이용하는 것은 상당히 전통적인 방식이나, 간결하게 오직 4개의 그러한 채널만 도시하였다. 이러한 위성 특정 추

적 채널의 출력신호는 세트프로세서(SatProcessor)(46)에 의하여 처리되어 적절한 논리 제어(logic control)를 거 쳐

, 위치 데이터를 결정하는 항법 솔루션을 결정하는 포스프로세서(PosProcessor)나 나브 솔른(Nav Soln)(48)과 같은

GPS 위치 처리기에 x user , y user , z user 및 t user 데이터를 제공한다. 그리고나서, 위치 데이터는 포스프로세서(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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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에 의하여 차량의 조종자에게 디스플레이 유니트(34)와 같은 적절한 디스플레이에 제공된다.

도 2의 외부센서(49)는, 센서 데이터, 또는 특정 지역의 위치, 또는 위성 위치정보, 또는 새트프로세서(46) 그리고/또

는 맵/디스플레이 프로세서(50)에 의하여 결정되는 위치정보와의 비교를 위하여 특정지역의 위치나 위성 위치를 바

로 포스프로세서(48)에 직접 제공된 위치정보를 편리하게 제공할 수 있다. 외부센서(49)는 방향, 속력, 속도 또는 가

속 또는 추측 항법을 유도할 수 있는 다른 데이터를 포함하는 추측 항법을 위하여 위치정보의 갱신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센서로 사용될 수 있다. 종래의 센서들은 마그네틱 또는 광학적 자이로스코프를 구비한 관성 항법 시스템, 

플럭스게이트 콤파스(fluxgate compass), 주행기록계 또는 바퀴센서와 같은 것을 포함한다. 그 대신으로는 수도라이

트(pseudolite)에 의하여 제공되는 것과 같은 외부 GPS 포맷 신호가 현재의 위성 또는 위치정보를 갱신하는데 이용

될 수 있다.

항법장치를 이용하는 여행을 시작할 때, 차량의 조종자는 일반적으로 예정하고 있는 길 주위의 물리적 환경에 관한 

데이터를 CD ROM과 같은 적절한 데이터 저장 장치를 입력함으로써, 그리고/또는 경우에 따라 키패드, 키보드, 포인

팅(pointing) 장치, 트랙 볼(track ball), 터치 스크린, 그래픽 패드, 음성입력장치 그리고/또는 그러한 입력장치들이 

복합된 입력장치(32)를 거쳐 입력함으로써 상기 데이터를 GPS 차량시스템 모듈에 제공할 수 있다. 차량(10)의 조종

자는 예정하고 있는 목적지를 GPS 차량시스템 모듈(26)에 디스플레이 유니트(34)와 서로 연결된 마우스나 트랙 볼과

같은 데이터 입력 장치나 그리고/또는 상기 입력장치(32)를 거쳐 입력할 수 있다. GPS 차량시스템 모듈(26)의 맵/디

스플레이 프로세서(50)는 항법 방식과 맵 데이터 베이스(30)에 의하여 제공되는 그 지역에 대한 상세 정보들에 따라 

원하는 길의 출발점인 현재의 위치로부터 바람직한 길을 개발한다. 적절한 루트(route) 데이터는 도로 및 도로사이의 

회전과 같은 형태로 루트를 포함하면서 루트 데이터 베이스(Route Data Base)에 저장된다. 고도, 도로의 폭 등과 같

은 추가 정보는 멥 데이터 베이스(30) 그리고/또는 루트 데이터 베이스(52)에 저장될 수 있다. 이러한 데이터 베이스

들은 GPS 차량 항법시스템(24)에 저장될 수 있으며, 그리고/또는 적절한 디스크 드라이브에 위치한 디스켓과 같은 

외부 저장수단으로부터 GPS 차량시스템 모듈(26)에 이용될 수 있다.

항행중에 시야에 들어오는 각 위성은 위성 추적 채널로 추적할 수 있다. 예를 들어, 4개 이상의 위성이 시계(視界)에 

있으면 시계에 있는 각 위성은 새트트랙 채널 (38, 40, 42, 44)과 같은 하나의 개별 채널에서 추적된다. 위성 추적 채

널의 출력정보는, x user , y user , z user 와 t user 와 같은 네 미지수의 위성에 근거한 솔루션을 제공하는, 새트프로

세서(46)에 제공된다. x user 와 y user 로 나타내는 데이터는 종래 북쪽과 동쪽과 같은 두 개의 2차원 직각 요소로 사

용되었다. 그러나 본 발명에 따르면 x user 와 y user 는 바람직하게는 온-트랙(on-track)과 크로스-트랙(cross-trac

k) 방향이라 불리는 차량 운동 방향에 대하여 특정한 직교방향 쌍을 위한 데이터를 나타내는데 사용된다.

동서남북과 같은 전통적인 방위는 자기 또는 지구의 북극점과 관련이 있는 반면,  본 발명에 이용되는 온-트랙과 크

로스-트랙은 트랙의 어떤 특정지점에서 차량(10)의 예상되는 운동방향과 관련하여 만들어지는 방위이다. 예를 들면, 

방위가 북과 동과 같은 지표면과 관련된 방위가 사용되었을 경우, 정북을 향하여 진행하다 90°회전을 할 경우 차량

의 속도 벡터각이 0°에서 90°으로 바뀌지만, 똑같은 90°회전을 하여도 차량(10)이 예상 주로에 그대로 있는 한 회

전 전후의 차량 속도 백터각은 0°에서 바뀌지 않는다.

z user 에 의해 나타내는 데이터는 일반적으로 해발고도와 같은 고도를 나타내고, t user 에 의하여 나타내는 데이터는

하나 이상의 위성 추적 채널로부터 정해지는 정밀한 시간을 나타낸다.

4개의 미지의 위치정보에 대한 솔루션은 시계에 있는 4개의 위성으로부터 얻을 수 있고, 시계에 있는 GPS 위성 배열

로부터 얻을 수 있는 정확성의 한도내에서, 정밀한 위치정보가 포스프로세서(48)에 의하여 맵/디스플레이 프로세서(

50)에 제공될 수 있다. 위성에 의하여 결정되는 위치정보는 맵 데이터 베이스(30)의 물리적 자료, 그리고/또는 루트 

데이터 베이스(52)의 바람직한 루트 데이터와 함께 디스플레이 유니트(34)를 거쳐 차량(10)의 조종자에게 적절한 항

법 자료를 제공한다.

4개 미만의 위성이 시계에 있는 경우, 포스프로세서(48)에 부여되는 t user 솔루션은 예를 들면 위치 산출값내의 내부

클록 모델(54) 또는 모델(63)로부터 얻은 산출값 솔루션 t est (54)에 의하여 대체될 수 있다. 이와 유사하게, z user

솔루션은 맵/디스플레이 프로세서(50)에 부여되는 현재의 GPS 위치 정보에 따라 루트 데이터 베이스(52)에서 얻는 

루트정보에 맞추어 고도 측정(56)으로부터 얻는 z est 솔루션에 의하여 대체될 수 있다. t est (54)와 z est (56)는 포

스프로세서(48)에 제공되고, 단 두 개의 위성만이 시계에 있을 때 t user , z user 대신에 사용된다. t와 z변수를 위한 

계산된 또는 모범 솔루션, 즉 T est (54)와 z est (56)의 사용은 종래 각각 클록 홀드와 고도 홀드로 알려져 있다.

지금까지 설명한 GPS 차량 항법시스템의 특정 배열은 청구범위에 기재된 본 발명의 범위를 일탈하지 않고 사용될 수

있는 공지의 많은 시스템들을 배열하는 방법 중 하나에 불과하다.

본 발명에 따르면, 알고 있거나 측정된 도로의 폭은 단 하나의 위성만이 시계에 있을 때 y user 대신에 사용되는 y est

(60)를 제공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y est (60)는 루트 데이터 베이스(52) 그리고/또는 맵 데이터 베이스(30)으로부터

얻을 수 있다. x와 y 미지수가 직각이므로, x user 는 온-트랙 정보, 즉 차량(10)의 상기 확정된 트랙을 따른 진행을 

나타내는데 사용되고, y est (60)은 크로스 트랙 정보, 즉 차량(10)이 도로의 중앙으로부터 얼마나 벗어났는 지를 나

타내는데 사용된다.

그러므로, 도 1에 있어서, x user 는 도로(12)를 따른 차량(10)의 진행을 나타내는데 사용되고, y est (60)은 도로(12)

의 폭을 나타내는데 사용된다. 도로의 실제 폭은 맵 데이터 베이스(30)로부터 얻거나, 실제 도로의 폭은 비교적 적은 

수치이고 간혹 항로를 따라 계측되는 거리들에 비하여 덜 중요하므로, 추산할 수 있다. 크로스 트랙 에러의 최대 허용

치, 즉 최대로 혀용되는 적절한 y값은 도로의 물리적 폭에 의하여 제한되고, y est (60)은 비교적 정확한 측정이 용이

하다.

y est (60), z est (56) 그리고 t est (54)를 이용하여, 시계에 있는 단 하나의 위성으로부터 받은 신호를 이용하여 주

지의 도로를 따라 차량(10)을 위한 유용한 항법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다. 상당히 정확한 사전의 또는 최초의 위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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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가 필요하고, 차량(10)의 진로와 관련한 위성의 위치에 따라서는 가시 NAVSTAR 위성들이 단일 위성 항행에 모두

적합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단일 위성이 항행하는 동안 결정되는 위치정보는, 이동한 항로를 따

라 누적된 거리를 결정하는데 사용되는 항로를 따른, 누산된 위치정보이다. 이 데이터는 종래 차량에서 주행기록계에

의하여 제공된 이동거리정보를 제공하며 그 대신에 사용될 수 있다.

도 1과 도 2에 있어서, 회전 데이터는 알려진 회전의 탐지를, 예정된 도로를 따라가는 진행을 최신정보로 갱신하는데 

사용함으로써, 육상의 GPS 항행을 개선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적어도 4개의 위성이 시계에 있을 때 차량(10)의 위치

는 GPS 시스템에 의하여 정확하게 알려질 수 있다. 시계와 고도 또는 크로스 트랙 홀드 또는 이들을 결합하여 사용할

때, 차량의 알려진 위치는 모든 사용된 산출값 또는 산출값의 부정확성에 의하여 정확성이 떨어질 수 있다. 예를 들면,

클록 홀드동안에, 내부의 클록 모델(54) 드리프트(drift)와 t est (54) 소스의 부정확성은 부정확성의 작용으로서 위치

가 알려져 상기 정확성을 떨어뜨리게 된다. 이와 유사하게, 추산된 또는 고정된 고도로부터 고도의 변화가 있을 경우, 

즉, z est (56)의 모든 부정확성은 알려진 위치의 정확성을 떨어뜨린다. 도로 폭의 변화와 도로 폭과 관련된 맵 데이터

의 있어서의 부정확성, 즉, y est (60)에 있어서의 모든 부정확성도 또한 상기 위치정보의 정확성을 떨어뜨린다.

시계에 4개의 위성이 있더라도, 가시위성의 기하학적 모양(geometry)은 GPS 신호들의 측정에 의한 위치결정을 어

렵게 만들 수 있다.또한, 지상 항법동안, 위성이 항행중에 시계로부터, 예를 들면 빌딩이나 다른 장애물들에 의하여 일

시적으로 가려지는 경우는 드물다. 그러므로 차량의 현재 위치를 기회가 있을 때마다 실제의 위치정보로 정확하게 알

려지도록 정확성을 갱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갱신된 정보는 4개의 위성이 시계에 있을 때에는 간혹 유용하나, 4개 

미만의 위성이 시계에 있을 때에는 보충 데이터로서 항상 용이하다. 갱신된 정보는 단일 위성의 항행 동안에 위치정

보에 있어서 에러가 축적되는 것을 막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동작에 있어서, 최초의 위치와 목적지는 따라갈 행로를 결정하는 상기 시스템에 제공된다. 따라가야할 트랙 또는 루트

정보는 루트 데이터 베이스(52)와 같은 트랙 정보의 데이터베이스의 형태로 제공될 수 있다. 사용된 예에 있어서, 트

랙(62)은 도로(12)의 중앙선을 따라 교차로(22)로 이어지고, 그 후 회전(62)을 하여 도로(16)의 중앙선을 따라간다. 

트랙(62), 도로(12와 16), 교차로(22)와 회전(64)는 맵/디스플레이 프로세서(50)에 의하여 루트를 준비하는 동안 루

트 데이터 베이스(52)에 제공되고, 그 후 현재 위치와 목적지가 입력장치(32)에 의하여 입력된다.

차량(10)의 물리적 위치는 차량(10)이 회전(64)에서 회전할 때 매우 정확하게 알려진다. 특정 시간에 차량의 위치에 

대한 이러한 정확한 인식은 주지의 최초의 위치와 유사한 위치 재입력을 함으로써 GPS 항법 정보를 최신정보로 갱신

하는데 편리하게 사용될 수 있다. 회전지점들에서 갱신된 정보는 회전지점(64)의 각도가 명백한 위치결정을 제공하기

에 충분할 정도로 클 경우 가장 유용한 정보가 된다. 45°보다 큰 회전은 당연히 모두 탐지되는 것으로 기대된다. 차

량의 속력이 올라갈 때, 더 작은 회전각도도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최신 위치정보는 위치모델(63)에 제공되

어 루트를 따른 차량의 위치인 x est (61)뿐만 아니라, 내부 클록 또는 t est 모델(54), 고도 또는 z est 모델(56), y est

모델(60)을 최신정보로 갱신한다. 이 4개가 함께 위치 모델(63)을 계산하며, 이는 맵 데이터 베이스(30), 루트 데이터

베이스(52), 현재 위치 프로세서(70), 포스 프로세서(48) 그리고/또는 외부 센서(49)으로부터 나온 정보에 의하여 최

신정보로 갱신될 수 있으며, 이용가능한 가장 정확한 모델(63)을 제공한다.

위치 모델(63)은 동일한 데이터 소스에 산출값을 제공하는데 이용될 수 있다.

차량의 실제 회전은 GPS 데이터나 자기 콤파스 나 관성 항법 센서와 같은 다른 종 래의 수단들로부터 결정되는 차량

의 속도 벡터의 변화에 의하여 탐지될 수 있다. 아래에 도 3을 참조하여 설명하나, 신속한 재포착 시스템에 따라, GPS

데이터만이 단일 위성 항법이 요구되는 때에도 그러한 회전 들을 적절하게 탐지할 수 있다. 회전 탐지기(66)에 의하여

탐지된 회전은 루트 데이터 베이스(52)로 부터 나온 정보와 상관하여 맵 데이터 베이스(30)의 정확도까지 차량의 실

제 위치를 결정하여 준다. 맵 데이터 베이스(30)에 있어서 데이터의 정확도는 특히 단일 위성 항법이나 클록, 고도, 또

는 크로스 트랙 홀드를 결합하여 사용할 때, GPS 시스템으로 부터 얻을 수 있는 정확성보다 간단하면서도 편리하게 

훨씬 더 나은 정확성이 될 수 있다. 그러므로 갱신된 위치는 현재 위치 결정의 정확성을 실질적으로 증가시켜준다.

본 발명의 실시예에서의 이러한 접근방법에 의한 이점은 항법 계산이 마비된 상태로 주행하는 동안 주지의 웨이포인

트(waypoint)나 그 사용법과 유사하다. 누적되는 에러는 주지의 웨이포인트에서 실질적으로 감소하여, 추가적인 미

래의 위치결정 에러가 과거의 에러들의 누적에 의한 부담을 지지않는다.

도 2에 도시하는 바와 같이 루트 데이터 베이스(52)는 트랙(62)과 관련된 데이터, 일반적으로 맵 데이터 베이스(30)

에서 맵/ 디스플레이 프로세서(50)로 제공되는, 현재의 GPS 위치를 표시하고, 또한 위치 재입력으로 포스프로세서(4

8)의 정보를 최신정보로 갱신할 수 있도록 회전 탐지기(66), 회전 비교측정기(68) 그리고/또는 현재 위치 프로세서(7

0)에 유사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회전 탐지기(66)는 많은 다양한 방식으로 배열되고, 차량(10)에 의하여 실제로 이루어진 회전을 탐지하는데 이용되며

, 후에 탐지된 회전과 비교하기 위하여 루트 데 이터 베이스(52)로 부터 회전(64)과 같은 회전지점을 선택할 수 있다.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르면, 회전 탐지기(66)는 포스프로세서(48)에 의하여 제공된 현재의 GPS 위치에 작

용하여 운동의 방향의 속도를 모두 나타내는 차량의 속도 벡터 위치를 밝힐 수 있다. 차량 속도 벡터의 방향부분에 있

어서의 실질적인 변화는 회전과 같은 방향에서의 변화를 나타낸다. 그러므로 회전 탐지기(66)는 차량의 속도 벡터의 

결정과 회전을 나타내는 차량 속도 벡터의 변화를 탐지함으로써 GPS 정보로부터 바로 회전을 탐지할 수 있다.

회전 탐지기(66) 또는 그에 알맞는 또 다른 유니트는 루트 데이터 베이스(52)에 의하여 제공되는 루트정보에 작용하

여 현재의 GPS 위치 정보에 근거를 둔 트랙(62)을 따른 차량(10)의 예상되는 위치를 결정한다. 루트를 따른 차량(10)

의 예상 위치가 결정되면, GPS 데이터로 부터 얻어진 물리적 회전 표시와 비교하기 위하여 차량(10)의 예상 위치 영

역에서의 한 번 이상의 회전을 선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GPS 위치 데이터로부터 얻는 차량의 실제 속도 벡터에 있어서의 변화를 루트 데이터 베이스(52)로 부터 

얻은 특정 회전 지점에서 예기된 변화와 적절하게 비교할 때, 회전 시의 차량(10)의 실제 위치는 정확하게 측정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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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전 지점에서의 GPS 데이터를 갱신하는데 이용될 수 있다. 예를 들면, 실제 회전이 회전이 예상되는 시간 부근에서 

차량(10)의 GPS 위치로부터 차량 속도 벡터에 서의 변화로부터 탐지될 경우, 상기 회전 시점에서의 차량(10)의 실제 

위치가 결정되고, 위치 재입력이 포스프로세서(48)에 인가될 때 이용되는 현재의 GPS 포지션을 갱신하는데 이용된

다.

이와 대체할 수 있는 것으로는, 회전 탐지기(66)가, 예를 들면 외부 센서(49)로부터 얻을 수 있고, 도 2에 도시한 바와

같이 회전 탐지기(66)에 바로 적용되거나 포스프로세서(48)을 거쳐 적용되는 관성 항법 측정이나 콤파스 헤딩(comp

ass heading)과 같은 차량(10)의 실제 회전이 발생한 것은 측정시 비 GPS 측정을 사용할 수 있다.

GPS 신호로부터의 회전의 탐지는 두 개의 위성이 시계에 있는 한 용이하게 이루어지고, 차량 위치의 두 개의 평면 좌

표를 측정하기 위한 적절한 기하학적 위치를 제공한다. 상기한 바와 같이, 단일 위성 항행 동안에 가장 최근에 알려진 

위치정보를 갱신하기 위한 회전 정보의 사용은 더욱 중요해지지만, 시계에 있는 단일 위성의 위치는 트랙(62)과 관련

하여 실제 회전이 정확하게 탐지될 수 있도록 더욱 중요해진다.

회전 탐지는 포착된 위성과 엄폐되어 포착되지 못한 위성사이의 변화를 모니터링함으로써 제공될 수도 있다. 만약, 

예를 들면, 교차로(22)에 도착하기 전에 도로(12)상에서 또는 교차로(22)에 진입할 때 차량(10)에서 오직 위성(14)밖

에 볼 수 없을 경우, 위성(14)가 순간적으로 가려질 때 위성(19)가 갑자기 보이고, 위성(14)로부터 위성(19)로의 변화

는 각 위성에서 받는 데이터에 따라 회전을 표시하는데 이용될 수 있다. 아래에 설명하나 신속한 재포착 설계를 이용

하여 위치변화 즉 위성사이의 이전이 일어난 위치에서의 실질적인 위치는 충분히 정확하게 측정되어 회전지점에서의

갱신된 정확한 위치 정보를 준다.

이와 마찬가지로, 위치 비교측정기(68)는 포스프로세서(48), 맵/디스플레이 프로세 서(50) 그리고/또는 새트프로세서

(46)과 같은 다른 시스템 구성요소에 알맞게 제공될 수 있어, 탐지된 회전 데이터와의 비교를 위하여 트랙(62)을 위한

루트데이터로부터 후보 회전(candidate turn)이 선택될 수 있다.

또 다른 실시예에 있어서, 도 3을 참조하여 본 발명은 예를 들면 차량이 교차로를 이동하고 있을 대 이미 확보된 위성

이 가리워졌다가 잠시 다시 나타날 경우에 유용한 위성 신호의 신속한 재포착을 제공하여 준다.

도 1에 도시하는 바와 같이 차량(10)과 위성(19) 사이의 가시선을 보면, 도시 환경에 있어서 빌딩들이 도로변에 늘어

서 있어서 많은 GPS 위성에 다다르는 가시선을 차단하는 장벽으로 작용하는 것은 흔한 일이다. 그러나, 빌딩(20)과 

빌딩(21)에 의하여 형성되는 장벽은 교차로(22)와 같은 교차로에서 트인다. 예를 들면, 차량 (10)이 교차로(22)를 건

너는 동안에 위성에 이어지는 가시선이 이미 차단된 위치(11)에 이를 수 있으나 교차로(22)에서 빌딩(20)과 빌딩(21)

사이의 틈 때문에 잠시 가리지 않을 수 있다. 이미 가려진 위성이 순간적으로 가시권에 들어오는 것은 차량(10)이 교

차로 내에 있는 동안에 또는 교차로의 끝부분에 있을 때 일어난다.

위성(19)와의 순간적인 접촉의 길이는 비교적 짧다. 예를 들면 교차로(22)폭이 60피트이고 차량(10)이 30mph로 이

동하고 있는 경우, 교차로를 통과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1.3초정도로 짧을 것이다. 종래의 GPS 항법 시스템은 이미 위

성(19)를 포착한 경우에 조차 이 짧은 시간 간격동안에 위성(19)로부터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없었다.

또 다른 실시예에 따르면, 본 발명은 재포착, 데이터의 수집, 위치 측정을 위한 수집된 정보의 처리에 필요한 시간을 

최소화함으로써 그러한 재포착 기회를 최대한 이용한다. 도 3을 참조하여 설명하면, 스타트랙 채널(38) 부분은 각 위

성 추적채널의 배열에 대한 하나의 예로써 보다 상세하게 도시되어 있다. 최초의 포착 후에, 스타트랙 채널(38)은 GP

S 안테나(28)에 의하여 수신한 위성 신호(72)에 작용함으로써 단일 위성을 추적한다. 위성 신호(72)는 스타트랙 채널

(38)에 의하여 추적당하는 위성으로부터 수신하는 신호를 포함하고 GPS위성에 의하여 위성신호(72)에 적용되는 10

23 칩 의사무작위 추출 확산 스펙트럼 코드의 복제에 의하여 상관기(74)중 하나에서 곱해짐(multiply)으로써 복조되

고 선택된다. 상관기(74)는 배타적인 OR NOR 게이트로부터 배열되어 상관 곱을 제공하는데 필요한 시간을 최소화한

다.

추적을 하는 동안에, 코드 발생기(76)에 의하여 생성되고 지연(78)에 의하여 배타적인 OR 상관기(74)에 적용되는 코

드의 복제는 위성 신호(72)에 있어서의 코드와 동기되고, 그러한 코드의 복제는 위성신호(72)와 상관된다. 이러한 것

은 코드 발생기(76)에서 코드의 생성 시간을 변경하는 것에 의한 것 그리고/또는 외부의 지연에 의하여 적용되는 지

연의 양을 조절하는 것을 포함하는 이 기술분야에서 알려진 몇몇 다른 방법으로 실시되어 왔다. 여하튼, 스타트랙 채

널(38)이 선택된 위성에 고착되어 있을 때 배타적 OR 상관기(74)에 적용되는 코드는 선택된 위성으로부터 수신되는 

코드와 동기된다. 이 상관은 일반적으로 이러한 동기를 나타내는 온 타임(on-time) 또는 프롬프트 상관이라 불린다.

종래의 GPS 수신기는 흔히 이른 및 늦은 상관(early and late correlation)이나 이 른 및 늦은 상관에 의하여 수행되

는 상관들로 추가적인 상관을 수행함으로써 포착 후에 위성 신호에 잠금장치(lock)를 유지한다. 이러한 상관들은 온 

타임 또는 프롬프트 상관기로부터 C/A 코드 칩 폭의 1/2과 같은 특정 지연에 의하여 시간에 맞추어 표시된다. 즉, 상

기 위성 신호내의 특정 칩의 발생 시간이 시간 t0일 경우, 이상적인 조건하의 프롬프트 상관기는 시간 t0에서 동일한 

칩과 함께 코드의 복제로 위성 신호(72)를 배증한다. 이른 상관은 시간 t0 - 1/2칩에서 수행되고, 늦은 상관은 to + 1

/2칩과 동일한 시간에 수행된다. 코드 발생기(76)과 위성 신호(72)사이의 동기가 수신 받은데로 드리프트하기 시작할

때마다, 상관 곱은 프롬프트 상관을 저해하더라도 이른 및 늦은 상관을 위하여 변화하기 시작한다.

특정 위성으로부터의 신호를 계속 수신하도록 고착을 유지하기 위한 종래의 접근방법중 하나는 코드 발생기(76)의 

타이밍을 이른 및 늦은 상관기에서 상관 곱에 이른 및 늦은 상관기에서의 상관 곱에서 승수를 동일하게 유지하는데 

사용되는 피드 백 루프와 맞추는 것이다. 이렇게 할 경우, 코드 발생기(76)는 위성 신호(72)와 계속적으로 재동기될 

수 있어 상기 시스템의 정확성은 수신된 신호의 (이른 및 늦은) 두 방향에서 1/2칩내에 있다.

예를 들면, 위성 신호가 도 1에 도시한 바와 같이 빌딩(20)과 (21)에 일시적으로 가리어 위성신호(72)를 일시적으로 

놓쳤을 경우, 스타트랙 채널(38)이 원하는 위성으로부터 신호를 얻을 수 있도록 코드 발생기(76)를 수신된 위성 신호(

72)와 동기시키기 위한 시도로 많은 기술이 이용된다. 상기한 바와 같이, 종래의 기술은 클록 홀드와 고도 홀드를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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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하고, 본 발명의 일 실시예는 크로스 트랙 홀드라 불리는 다른 기술을 제공한다.

그러나, 위성 신호가 희미해지는 것이 매우 짧은 것이 아닌 경우에는, 그러한 기술을 예견하는 정확성이 희미해지는 

기간이 매우 짧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기를 유지하는데 충분하지 못하다.

본 발명의 또 다른 일실시예에 따르면, 광범위한 병렬 상관은 이미 포착하였다가 가리워진 위성 신호를 바로 재포착

하기 위하여 대략 현재 예견된 동기 시간 부근에서 상관 캡쳐의 확장된 캡쳐를 만들어낸다. 특히, 재포착의 속도는 예

를 들면 차량(10)이 교차로(22)내에 있을 때까지 빌딩(20)에 의하여 가리워질 때조차 위성(19)로부터의 신호가 차량(

10)이 교차로를 통과하는 동안에 유용한 GPS 위치 데이터를 얻을 수 있도록 본 발명에 의하면 충분히 빨리 이루어진

다.

이 때문에, 일련의 확장된 상관은 일련의 지연과 함께 수행된다.

이 때문에 일련의 확장된 상관은 일련의 지연과 함께 실행된다. 도 3에 도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칩폭 1/2과 같은 칩

폭의 고정된 굴절(flection)에 의하여 위성 신호(72)는 예를 들면 A/D 컨버터(73)에서 아날로그에서 디지탈로의 변환

에 의하여 샘플의 고정된 수로 이전되어 n개의 신호 샘플(75)를 제공한다. 코드 샘플의 유사한 수는 k 고정 폭 1/2 칩

지연(78)을 통하여 제공되어 n개의 코드 샘플(80)의 k-1세트를 제공한다. 지연없는 n개의 코드 샘플(80)의 첫번째 

세트로부터 k 지연(78)의 합계에 의하여 지연된 코드 샘플(80)의 k 첫째로 처리되면서. 각 지연(78)을 위한 1/2 칩 지

연을 이용하기가 편리하나 칩 폭의 다른 플랙션이 사용될 수 있다.

n개의 코드 샘플(80)의 k/2 세트나 k/2에 가장 가까운 세트는 추적을 하는 동안, 하나의 배타적인 OR 상관(74)에서 n

개의 신호 샘플들(75)와 함께 프롬프트 상관을 수행하기 위하여 정확한 양을적절하게 지연할 수 있다. 추적하는 동안 

코드 샘플(80)의 k/2-1 세트는 이른 상관을 수행하는데 사용되고, n개의 코드 샘플(80) k/2 +1 세트가 후기 상관을 

수행하는데 사용되는 데 사용된다. 추적동안 추가적인 상관이 실행될 수 있으나, 재포착동안에 사용될 때 실질적인 

이점을 제공한다.

즉, 본 발명에 있어서, 추적에 적절하게 사용된 이른, 프롬프트, 늦은 상관은 추가 지연을 사용하는 상당한 양의 상관

에 의하여 지원을 받아 재포착 모드에서도 또한 사용될 수 있다. 초기와 후기 상관이 사용되었건 되지 않았건, 프롬프

트 지연 결과의 각 측에 적절한 수의 추가적인 지연이 (k- -1)=20으로부터 결과를 얻고 9 또는 10 1/2칩 지연은 k/2 

프롬프트 지연의 각 사이드에 제공된다. 이런 식으로, 상관은 예상된 프롬프트 또는 온 타임 지연에서 재포착 동안에 

실행된다. 이것은 잠재적인 에러의 5 x 300미터에 근사한 확장된 캡쳐 윈도우를 나타낸다. 즉, 위성 신호(72)와 함께 

예상된 동기는 예를 들면 도시 환경에서의 흐려짐으로 인하여 일어나는 특정 위성으로부터의 신호 손실동안 1500 미

터 상당의 위치 에러에 의하여 드리프트된 GPS 차량 시스템 모듈(26)에 의하여 모델링되면, 적어도 복수의 배타적 O

R 상관(74)은 즉각적으로 위성 신호(72)를 자동추적하는데 요구되는 프롬프트 상관을 제공한다.

상관이 일단 실행되면, n개의 코드 샘플(80)의 각 세트를 위한 상관 곱은 가산기(84)에서 합산되어 n개의 코드 샘플(

80)과 함께 각각 n개의 코드 신호 샘플(75)의 상관을 나타내는 일련의 값을 산출해낸다. 이 상관 곱은 임계 테스트(80

)에 인가되고, 그것의 결과는 위성 신호(72)가 성공적으로 수신되었을 경우에만 새트 프로세서(46)에 적용된다. 임계

테스트(82)의 결과는 재포착된 위성 신호를 위한 프롬프트 상관을 나타내는 지연의 수를 명확히 한다. 본 발명에 따라

, 위성 추적과 재포착 모드는 분리된 기능이 아니라 오히려 상호 밀접하게 작용하는 것이라는 것을 아는 것은 중요하

다. 즉, 실질적으로 확장된 캡쳐 윈도우를 제공함으로써, 추적을 위하여 사용된 상관도 또한 캡쳐 윈도우가 신호 흐려

짐 또는 다른 손실동안 축적된 어떤 위치 에러도 포함할 정도로 충분히 넓은 한 프롬프트 재포착을 위하여 자동적으

로 유용하다.

재포착의 속도는 위성(19)이 일시적으로 시계에 있을 때, 교차로(22)를 통과하는 동안의 짧은 시간을 이용하는 기회

를 최대화하기 위하여 매우 중요하므로, 모든 그러한 상관을 동시에 수행하는데 유리하다. 또한, 위성이 추적되지 않

을 때, 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캡쳐 윈도우에서 모든 그러한 상관을 계속적으로 수행하는데 유리하다. 현재 바람

직한 실시예에 따르면, 배타적인 OR 상관기(74)는 재포착을 위한 시간을 최소화함으로써 상관의 속도를 최대화하고 

모든 에러의 누적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소프트웨어보다는 하드웨어에 설치된다.

동작에 있어서, 차량(10)이 도로(12)를 따라 트랙(62)를 따라갈 때, 최소한 그 시간의 일부 동안에 빌딩(21)은 차량(1

2)와 위성(19)사이의 시선을 가린다. 위성(19)가 GPS 차량 시스템 모듈(26)에 의하여 이미 포착되었다면, 위성 신호

와 동기되는 대략의 시간 값이 예상될 것이다. 이 값은 위성(19)가 가리워진 동안에 가능한 한 정확하게 GPS 차량 시

스템내에서 유지된다. 요구되는 지연을 위한 예측이 가능한 한 정확하게 유지되기 위하여, 즉, 신호 손실동안에 축적

된 위치에러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크로스-트랙 홀드, 결정된 회전 지점에서의 재입력 위치 그리고/ 또는 추측 항법을

위한 외부 센서의 사용으로써 위치 정확성을 유지하거나 갱신하기 위하여 상기한 기술은 결합되고 확장된 추적과 상

기한 재포착 윈도우와 함께 사용하기 위한 실질적인 이점을 제공한다.

현재의 기술은 상관기 사이의 1/2 칩 지연을 제공하는 것을 편리하게 하나, 다른 지연 값도 사용될 수 있다. 이와 유사

하게, 프롬프트 상관이 위성 신호 타이밍의 플러스나 또는 마이너스 5 칩들 내에서 유지될 수 있다는 것을 예측하기는

용이하다. 그러므로 도 3은 20개의 하프 칩 단계에서 프롬프트 상관기(74)를 둘러싼 일련의 9 또는 10 이른 및 9 또

는 10 늦은 상관기가 프롬프트 상관기(74)를 둘러싼 ±5 칩 캡쳐를 얻는 것을 도시한다. 상관기의 다른 개수 및 다른 

지연도 또한 본 발명에 이용될 수 있다.

1/2 칩 폭의 복수의 고정된 지연의 사용은 하나의 위성으로부터 1/2 칩 폭의 하나의 정확성내로 신호의 프롬프트 재

포착을 허용한다. 현재 NAVSTAR 위성들에 의하여 제공되는 바와 같이 위성 신호(72)에 따라 1/2 칩 폭은 약 150 

미터의 최대 위치 에러를 나타낸다. 다른 양의 지연의 고정된 지연들 예를 들면, 1/3, 1/4, 1/5 또는 다른 값의 칩폭의 

고정된 지연을 이용함으로써 최대 위치 에러 그리고/또는 데이터 처리의 속도를 실질적으로 줄이는 것은 가능하다.

동작의 다른 모드들을 위한 종래의 접근 방법인 포착 그리고 /또는 재포착에서의 넓고 좁은 지연들 사이의 스위치는 ,

상관의 수와 캡쳐 윈도우의 폭 사이의 보완을 제공하기 위하여 바람직한 범위를 필요로 하였다. 본 발명에 따르면,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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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단계들의 보다 정교한 등급을 제공하는 고정된 칩 폭 지연의 편리한 사용을 허용하는 새로운 기술이 사용되었다. 

특히, 도 4에 도시한 바와 같이, 하프 폭 지연 두 세트는 일련의 1/4 폭 지연 세트와 동등한 것을 제공하는데 사용된다

. 그들 사이의 고정 지연과 오프셋의 세트 수는 발표되는 응용의 필요에 따라 선택될 수 있다.

도 4를 참조하여 설명하면 n개의 코드 샘플 (80)의 최초의 복수 세트는 코드 발생기(76)으로부터 직접 얻을 수 있고, 

1/2 칩 폭 지연(78)에 의하여 서로 지연되며, 도 3에 도시하는 바와 같이 배타적인 OR(또는 NOR) 상관기(74)에서 n

개의 신호 샘플(75)과 상관된다. 설명과 도면그리기의 편의상, 이 최초의 n개의 코드 신호 샘플(80)으로 부터 나오는 

결과는 가산기(84)에 적용되어 상관 결과는 그러한 각 n개의 코드 샘플(80)로 부터 배타적인 OR 상관기(74)를 생성

하는 것으로 도시된 결과는 가산기(84)를 거쳐 임계 테스트(82)에 인가된다. 그러한 모든 상관 곱이 적용되나, 지연을

갖지않는 상관 곱들이 명쾌함(clarity)만을 위하여 예상된 즉각성 또는 k/2 지연과 k 지연이 검출된다. 이 n개의 코드 

샘플(80)의 최초의 복수 세트로 부터의 상관 곱은 상기한 바와 같이 1/2 칩폭 지연만큼 간극을 두고 있다.

또한, 본 발명에 따르면, 다른 간극에서의 추가 상관 곱의 세트는, 예를 들면 서로 시간 적으로 상쇄하는, 둘 이상의 채

널에서 동일한 위성을 추적하여 1/2 칩 지연의 하나이상의 추가 세트를 사용함으로써 이용이 가능하다. 다른 지연과 

/또는 상쇄가 편리하게 사용될 수 있고, 상기 지연이 모두 동일할 필요는 없다는 것을 아는 것은 중요하다.

특히, n개의 코드 샘플(84)의 제2의 복수세트는 코드 발생기(76)으로 부터 얻을 수 있고, 1/2 칩 폭 지연(78)에 의하

여 서로 지연된다. 그러나, n개의 코드 샘플(84)의 제2세트에서 지연은, n개의 코드 샘플(84) 세트들에서 n개의 코드 

샘플의 제 1 세트와 코드 발생기(76) 사이의 1/4 칩 폭 지연(79)의 삽입에 의한, 1/4 칩폭 지연과 같은 고정된 크기에 

의하여 n개의 코드 샘플(80)의 제1 세트에서의 지연으로부터의 상쇄이다. n개의 코드 샘플 세트들에서 각 샘플의 결

과는 n 개의 코드 샘플의 두 세트 사이의 하프 웨이에 떨어진다. 도 4에 도시한 바와 같이, n개의 코드 샘플의 k-1세

트(84) 만이 n개의 코드 샘플의 k세트(80)를 필요로 한다.

n 개의 코드 샘플(84)의 각 세트들이 도 3에 도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배타적인 OR 상관기(74)에서 n개의 신호 샘플

(75)와 함께 상관되어 추가 가산기(84)에 의하여 가산되는 상관 곱을 산출한다. 상기한 바와 같이, 각 코드 샘플의 세

트와 가산기(84)사이의 점선은 상기 코드 샘플 세트와 n개의 신호 샘플(75) 사이이 상관 곱이 가산기(84) 중 특정한 

하나의 가산기에 인가됨을 나타낸다. 도 4에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바와 같이. 0차 지연에서 k차 지연에까지 서로 1/

4 칩 폭 지연만큼 떨어져 있는 상관 곱은 1/2 칩 폭 지연 세트들과 1/4 칩폭 지연(두 채널 사이의 오프셋 지연을 나타

낸다)을 이용하여 산출할 수 있고, 그 후, 각 합산은 임계 테스트(82)에 인가되어 어느 지연이 GPS 차량 시스템 모듈(

26)에 의하여 재포착되고 있는 위성으로 부터의 위성 신호(72)의 현재의 프롬프트 지연을 나타내는 지 결정한다.

1/2 칩 지연의 제 2 세트는 동일 한 위성을 추적하는 제 2 채널 (상쇄나, 1/4 칩 폭 지연에 의한) 을 구비함으로써 용

이하게 부여될 수 있다.

이와 같이 하여, 위성 신호 로크를 포착, 유지, 그리고 /또는 재포착 하는 지연의 범위는 1/2 칩 폭에서 약 1/4 칩폭으

로 줄어들며, 즉, 추적이 최대한 활용되고 범위 에러가 최소한으로 줄어들 때, 이는 보다 빠른 풀(pull)을 로크에 허용

한다.

동일한 상관이 추적과 재포착에 사용되고, 그로 인하여 캡쳐와 로크 그리고 단순성의 연관된 속도가 제공된다는 점에

서 추적과 재포착의 빈틈없는 통합이 본 발명에 의하여 제공된다는 것을 아는 것은 중요하다. 하나의 캡쳐 윈도우내

에서 신속하게 재포착을 하여 상관 중 하나가 즉각적으로 프롬프트 상관으로 이용되는 능력은, 그 이후의 모든 데이터

포착의 속도를 높여준다. 또한 추적을 하는데 n개의 코드 샘플(80)의 제 1 복수 세트를 이용할 수 있고, 위성 신호(72

)를 놓쳤을 때, n개의 코드 샘플(84) 세트와 같은 n개의 코드 샘플의 제 2 복수 세트를 이용함으로써 재포착에 있어서

의 추가적인 정확성을 제공하는 것은 편리하다. 특히, n개의 코드 샘플(84)의 동일한 복수의 세트는 모든 필요한 상관

과 합산에 필요한 구성요소와 단계의 총 갯수를 줄이기 위하여 다른 시간에 다른 위서을 위한 신호(72)의 재포착에 

이용될 수 있다.

동작에 있어서 GPS차량 시스템 모듈(26)은, 위성(19)이 시야에서 엄폐되는 동안, 새트 트랙 채널에서 위성(19)로부

터 상기 신호를 추적하고 재포착을 계속 시도한다. 차량(10)이 교차로(22)를 지나갈 때 위성(19)으로 이어지는 가시

선은 빌딩(21)에 의하여 순간적으로 가리워진다. 새트 트랙(38)에서 수행되는 모든 상관이 위성신호가 충분한 강도로

수신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어 상관들 중 일부로부터의 상 관 곱이 상기 임계일때면, 재포착은 쉽게 이루어진다. 재

포착은 가장 큰 값을 나타내는 상관 곱이 새로운 프롬프트 상관으로 선택되었을 때, 일어난다. 종래의 데이터의 질을 

개선하는 기술도 채용되었다.

위성(19)로부터의 데이터는 로크를 처리한 후에 GPS 데이터를 갱신하고 그것으로부터 얻은 현재의 알고있는 위치 

정보를 수정하는 데 바로 이용된다. 위성(19)이 바로 다시 가리워지더라도, 차량이 교차로를 통과하는 동안에 신속한 

재포착에 의하여 입수한 갱신된 정보는 GPS 측정 위치의 정확성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킨다. 이는 GPS 차량 시스템 

모듈(26)이 도시의 시가와 같은 매우 어려운 영역을 통과하고 있는 동안에도 정확한 항행을 계속 할 수 있게 해준다.

크로스 트랙 홀드에 의한 단 하나의 위성 항법 데이터의 사용과 그 후의 회전의 탐지 그리고/또는 교차로에서의 위성 

신호의 신속한 재포착에 의한 위성 데이터의 갱신에 대하여 각각 서술하였으나, 그들을 결합하더라도 매우 유용하다.

위치 만의 모드(stand alone mode)에서 맵 디스플레이와 데이터 베이스의 지원을 받아, 그리고/또는 내부 항법 시스

템과 같은 외부 센서의 지원을 받아 GPS 수신기를 사용하는 지상 항법 시스템은 하나 이상의 그러한 모드의 복합적

인 사용에 의하여 이점을 더 얻을 수 있다. 본 발명의 바람직한 일실시예에서, 도시 시가와 같은 어려운 환경에서 주행

하고 있는 동안에, 세 개의 기술 모두가 통합되어 차량 항법 시스템의 성능을 최대화하고, 정확하고 유용한 항법 데이

터를 제공한다.

도 5를 참조하여 설명하면, 본 발명의 바람직한 일실시예가 도시되어 있는데, 본 발명의 새트 트랙 채널(38, 40, 42, 

44)와 새트 프로세서(46)의 주요부분이 응용 특정 통합 회로(Appliocation Specific Integrated Circuit) 또는 ASIC(

102)에 부여되어 있다. 그러나, 일반적인 위성 프로세서의 많은 기능이 여전히 소프트웨어로 실행된다. 상기 특정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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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부여는 이 시스템을 설치하는데 ASIC상에 필요한 게이트의 수를 실질적으로 저감하면서 상기한 빠른 포착 성능을

가진 12개의 채널 GPS 포착 및 추적 시스템을 제공한다.

GPS 안테나(28)에 의하여 수신된 신호는 디지탈화되어 세계에 있는 모든 위성으로 부터 수신한 디지탈 합성신호를 

형성하여 f 0 가 각 GPS 위성에 인가되는 C/A 코드의 칩 비율인 37.33f 0 의 주파수에 있는 샘플 데이터를 산출한다.

편의상, 아래에 기재하는 주파수는 f 0 의 배수(multiple)로 지정된다. 12개의 우주 비행물체들(SVs) 또는 위성은 AS

IC(102)에서 제어 신호 및 데이터를 ASIC (102)에 제공하는 중앙처리장치, 또는 CPU,(101)의 제어하에 추적된다. 

특히, CPU(101)는 각 SV들에 인가되는 예견된 도플러 쉬프트 및 C/A 코드와 관련된 데이터를 지정된 시간에 램 R2(

105)에 데이터를 제공하는 ASIC(102)와 연결된 램, R1(103)에 제공한다. 램 R2(105)은 CPU(101) 데이터의 갱신과

ASIC(102)의 오래된 데이터의 처리가 동시에 동작하도록 허용하면서 ASIC(102)에 데이터를 제공하고, 또한 ASIC(1

02)로 부터 데이터를 받는다. 램 R2(105)는 ASIC(102)에 의하여 버퍼로 사용되어 주로 처리 도중 신호의 중간 값을 

저장한다. CPU 를 포함한 마이크로-컴퓨터의 다른 일반적인 부분은 미도시하였으나, 새트 프로세서(46)의 다른 기

능들뿐만이 아니라, 단일 위성, 크로스 트랙 홀드 및 상기한 다른 기술들을 부여하는 소프트웨어를 작동하는 장치들을

적절 하게 포함할 수 있다.

샘플 데이터 (100)는 그것이 분할기(splitter)(106)에 의하여 베이스 밴드(baseband)의 신호인 동위상 및 직각 위상(

quadrature-phase)(I/Q)으로 분할되는 ASIC(102)내에서 C/A 코드 포착, 추적, 및 재포착 블록 CACAPT(104)에 인

가된다. CACAPT(104)에 의한 처리후, IQ 신호는 추적될 수 있는 12개의 SV들의 각각의 기대되는 도플러 주파수 시

프트를 각각 보정해주는 12개의 채널 도플러 블록(108)내의 도플러 시프트를 위하여 회전된다.

그리고 나서, 각 SV용의 도플러 회전된 I, Q신호는, 12개의 SV들 중 하나로부터 나온, 각 신호 샘플이 다중송신된 방

식으로 12개의 채널 코더 블록(112)에 의하여 산출된, 20개의 C/A 코드의 지연 버전과 상관되는 상관기 블록(110)에

인가된다. 도 11에 의하여 아래에서 보다 상세하게 설명하나, 시간의 각 세그먼트 동안, 상관기 블록(110)은 덧셈기(

175)에서 240 C/A 코드 상관을 실행하여 포착과 재포착의 속도를 높인다. 상관기 블록(110)의 출력정보는 덧셈기 

블록(115) 내에서, IQACCUM 블록(114)에 부여되고, IQACCUM 블록(114)의 출력정보는 IQSQACCUM(116)에 부

여된다. IQACCUM 블록(114)은 본 명세서에서 RAM 3으로 표기한 ASIC(102)와 연결된 RAM의 다른 블록으로부터 

적절하게 배치된다. 이와 유사하게 IQSQACCUM(116)은 본 명세서에서 RAM 4 로 표기한, ASIC(102)와 연결된 RA

M의 다른 블록으로부터 적절하게 배치된다.

누산기(accumulator) 블록(115)은, CPU(101)의 방향 아래에서의 포착, 추적 및 재포착 모드들 동안 다른 형태로 작

동한다. 포착 모드 동안, 코더 블록(112)은, 특정 우주 비행체(sopace vehicle)로부터의 위성 신호들을 포착하기 위

하여 필요한 240개의 서로 다른 코드들로 이루어진 많은 세트들을 통해서 순서대로 나열하게 한다. 즉, 240개의 서로

다른 지연들로 이루어진 많은 세트들은, 그 동력이 상관이 상기 위성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나타내는 적당한 상관 출

력을 가지고 있는 IQSQACCUM(116)을 제공하는 상관기 블록(110)으로 상호 관련된다. 이후, 상기 절차는 포착될 각

위성을 위하여 반복된다. 편이상, 모든 지연들은 테스트될 수 있다.

재포착 동안, 20개의 지연으로 구성된 단 하나의 세트들은, 상관이 얻어져서 위성이 재 포착되는 것을 나타내는 소정

의 초기값 위의 최고 값을 제공하는 경우 경정하기 위하여 상관기 블록(110)으로 상관된다. 상기 재포착 모드는, 20

개의 지연들로 이루어진 세트가 상관기 블록(110)과 상관된다는 점에서 추적 모드 내에서 명확하게 동작한다. 만약 

추적이 유지된다면, 최대 신호는, 특별한 지연으로부터 다음의 인접 지연으로 이동할 수 있지만 상관되어 있는 현재의

20 지연으로 이루어진 세트 내에서 유지될 수 있다. 신속한 상관 곱을 산출하는 프롬프트 지연으로서 가장 큰 크기를 

가지고 있는 신호를 생산하는 지연을 생각하는 것은 편리하다. 하나 이상 및 하나보다 적은 지연에 의해서 생성된 신

호들은, 각 위성과의 로크(lock)를 유지하는 일반적인 방식으로 처리될 수 있는 이른 그리고 늦은 상관 곱들이 될 수 

있다.

만약, 위성으로부터의 신호가 다른 많은 이유들 때문에 일시적으로 불명료하거나 놓친 경우, 20개의 지연들로 이루어

진 현재의 세트는 재포착을 나타내는 충분한 크기의 최고 값을 위하여 상관되거나 탐색된다. 상기 도플러 및 코드 값

들은, 속도를 포함하고 있는 최근의 활용할 수 있는 위치 정보에 근거하여 계속적으로 갱신되고, 위성 신호가 사라진 

것으로 간주할 수 있도록, 위성 신호가 재포착되거나, 충분한 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상관은 실행된다.

ASIC(102)의 동작 및 구성은 동위상 또는 I 신호 경로와 관련하여 더욱 상세하게 설명될 것이다. 구적(quardrature) 

신호 또는 Q 신호 경로는 동일하므로 분리하여 기술할 필요가 없다.

CACAPT(104)내에서, 샘플 데이터(100)는, 더해져, 양자화된 다음 샘플 디프 버퍼(120)내에서 연속적으로 저장되는

10,9 및 9 샘플들의 세트를 추가함으로서 동작하는 디지털 필터(118)에 의해서 2f o 로 줄어드는 18.67f o 에서 비트

신호를 생성하기 위하여 I/Q 스필터(106)에 37.33f o 에서 인가된다. 11 샘플 디프 버퍼(120)가 충전되었을 때, 상기

데이터는, 도플러 회전을 위하여, 소위 병렬 블록(122)이라 불리는, 동일 버퍼에 병렬적인 방식으로 전달된다. 따라서

, 데이터는, 11 샘플들이, 즉, 2f o 의 1/11 또는 약 0.18f o 칩율에서 수용되었을 때, 샘플 디프 버퍼(120)로 전달된

다. 11 샘플 디프 버퍼(120)는, 병렬 블록(122)이 연속 컨버터에 병렬하게 동작하는 동안 병렬 컨버터에 연속적으로 

동작한다. 이는 밀리 초 당 186 병렬 전달을 야기한다.

데이터는, 연속 컨버터의 최하위 비트 또는 LSB, 평형 블록(122)이 CACAPT 데이터 출력(123)으로서 12 채널 도플

러 블록(108)에 인가되는 CapIOut 과 CapQout의 형태의 CACAPT(104)의 출력일 수 있도록 24f o 에서의 병렬 블

록(122)으로부터 채널 도플 러 블록(108)으로 이동된다. 2f o 에서 24f o 로의 칩율의 증가는 아래에서 더욱 상세하

게 설명하는 바와 같이 12의 동작 속도 확장을 제공한다.

도 6을 참조하여, 12 채널 도플러 블록(108)을 상세하게 살펴보기로 하자. 도플러 블록(108)은 도플러 레지스터(124

)내에서의 저장을 위하여 CACAPT(104)로부터의 CapIOut 및 CapQOut를 포함하는 위성의 특유한 CACAPT 데이터

출력(123)을 수용한다. 반송파 숫자 제어 발진기 또는 NCO(125) 및 사인/코사인 표(134)에 의해서 진행된 후, 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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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소스의 특별히 예측되는 도플러 위상은, dopIout 및 dopQOut를 형성하기 위하여 더해지는 도플러 레지스터(12

4)에 또한 인가된다. 도플러 블록(108)내에서, 반송파 NCO(125)는, 데이터 샘플 율이 2f o 이기 때문에, 각 위성 채

널에 적합한 2f o 의 효과적인 율에서 동작한다.

각 SV를 위하여, CPU(101)은, 위성의 특별히 예측된 위상 dopPhaseparam 및 램 R2 105내에서의, 예측되는 반송파

주파수 dopFreqParam을 저장한다. Sat Mem 186은, 각 1밀리 초 경계에서, 각각 반송파 위상 레지스터(126) 및 반

송파 위상 출력 버퍼(128)에, 도 9에 도시된 바와 같이, dopPhaseParam 및 dopFreqParam을 전달한다. 도면에서, 

다수의 신호의 제 1 및 마지막 빔은 괄호내 제공되어 있는데, 현재의 관례에 따라서, 풀 콜론으로 분리되어 있다. 따라

서, dopFreqParam은 24비트 디지털 값, 비트 수23인 MSB 및 비트 수 0인 LSB이다. 덧셈기(130)는, 반송파 NCO에

서 도시된 바와 같이 반송파 위상 레지스터(126)내에서의 전류 반송파 위상 값을 생성하기 위하여 dopPhaseParam 

및 dopFreqParam으로부터 이끌어지는, 반송파 주파 수에 반송파 위상을 추가한다.

반송파 위상 레지스터(126)내의 네 개의 가장 중요한 비트들(반송파 NCO의 MSBS)은 그 출력을 저장하기 위한 24

비트 레지스터를 포함하는 사인/코사인 표(134)에 인가된다. 상기 사인/코사인 표(134)의 출력은, 회전되는 SV 출력 

신호 dopIOut 및 dOPQOut를 생성하기 위하여 CACAPT 데이터 출력(123)의 도플러 회전을 위하여 도플러 레지스

터(124)내의 도플러 증폭기(132)에 적용된다. 도플러 레지스터(124)는, dopIOut 및 dOPQOut를 형성하기 위하여, 4 

비트 레지스터들, 두 개의 덧셈기들, 다른 쌍의 5 비트 레지스터 및 양자화기뿐만 아니라 도플러 증폭기(132)를 사용

한다. 도 11을 잠깐 살펴보면, dopIOut 및 dOPQOut는 병렬 컨버터(166)에 적용되고, 회전되는 SV 출력 신호(127)는

, 11 비트 홀딩 레지스터(140)에 직접적으로 인가되는 병렬 컨버터(166)에 연속적인 출력이다.

각 시간의 세그먼트 동안, 각 SV의 도플러 위상에 적합한 초기 값은 RAM R2 105내에 저장되어서, 그 세그먼트 동안

SV의 회전을 위하여 도플러 블록(108)에 의해서 그로부터 회복된다. 각 세그먼트의 단부에서, 도플러 위상의 종료 값

은 다음 세그먼트의 초기 값으로서 사용하기 위하여 RAM R2 105내에 저장된다. gpsCtl(182)의 제어 하에서, dopSa

ve에 의해서 특별한 SV를 위하여 각 회전의 단부에서 저장되는, 반송파 위상 출력 버퍼(128)내의 도플러 위상 값 do

pP Next는, 다음 세그먼트에서의 SV의 다음 도플러 회전동안, 다시 도플러 블록(108)에 의해서 갱신되는, SV의 RA

M R2 105내에서의 저장을 위하여 Sat Mem(186)에 적용된다. 다중송신기 블록(129)의 동작은, 도 10 및 11과 관련

되어 있는 ASIC(102)의 트리플 다중 송신 의 기술로부터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도 7을 참조하면, 12 채널 코더 블록(112)은 코더 NCO(136) 및 코드 발생기(138)를 포함한다. 도 6에 도시된 반송파

NCO(125)와 유사한, 코더 NCO(136)는, 위상 누산기(148)가 넘쳐흐를 때면 언제든지 Gen Enable을 생성한다. Gen

Enable은 위상 누산기(148) 출력의 MSB이고 코드 발생기(138)에 적용된다.

특히, gpsCtl(182)의 제어 하에서, Sat Mem(186)은, 위성의 특별한 24 비트 코드 주파수 변수, coderFreqParam, 및

24 비트 위성의 특별한 코드 위상 변수, codePhaseParam을 각 1 밀리 초에서 RAM R2 105로부터 코더 NCO(136)

로 인가한다. coderFreqparam은, 추적 및 재포착 동안에 codePhaseParam이 심지어 48f 0 에서 동작할 지라도, 위

상 덧셈기(150)내의 각 채널에서의 4f 0 에서 효과적으로 더해진다. 펄스는 0Hz와 4f 0 에서 Gen Enable을 위하여 

발생될 수 있다. 2f 0 에서 Gen Enable을 동작시키기 위하여, 위상 누산기(148)의 비트(23:0)의 반값은 coderFreqp

aram으로서 실려야 한다.

codePhaseParam의 LSB는 C/A 코드 칩의 1/256을 나타낸다. codePhaseParam은 위상 누산기(148)의 내용을 초

기화시킨다. Gen Enable은 위상 누산기(148)가 넘쳐흐를 때면 언제든지 발생된다. 위상 누산기(148)는 CPU(101)로

부터의 corHoldRegLoad (152)가 새로운 데이터가 CPU(101)로부터 읽혀질 때 각 1 밀리 초 가장자리에서 동작할 

때 codePhaseParam의 값에 의해서 초기화된다. 25 비트 위상 누산기(148)의 24 LSBs들은 위상 덧셈기(150)내에

서 coderFreqparam에 추가되어서 위상 누산기(148)로 복귀된다. 위상 버퍼 레지스터(154)는, gpsCtl(182)로부터의

codCodesave (158)이 동작할 때면 언제든지 갱신되는 CoderPNext를 생성하기 위하여, 위상 누산기(148)의 내용을

저장하여 버퍼 한다. CoderPNext는 RAM R2 105내에서의 저장을 위하여 Sat Mem(186)에 적용된다. 다중송신기(1

42)의 동작은, 도 s 10 및 도 11로 제공된 ASIC(102)의 트리플 다중 송신의 아래 설명으로부터 이해될 것이다.

Gen Enable은 새로운 코드가 발생될 수 있도록 코드 발생기(138)에 적용된다. C/A 코드 변수들(G1 및 G2)은, Sat 

Mem(186)에 의해서 RAM R2 105에 복귀되는 g1GenOut 및 g2GenOut를 생성하기 위하여 g1ParIn 및 g2ParIn으

로서의 Sat Mem(186)에 의해서 RAM R2 105로부터 코드 발생기(138)내로 병렬적으로 실린다. 코드 발생기(138)내

의 G1 및 G2 발생기들의 비트-0들은, 내적으로 XOR=d이고, 도 5에 도시된 바와 같이, 상관기 블록(110)내의 비트 

코드 시프트 레지스터(170)에 연속적으로 적용되는 genSerOut(160)을 생성한다. 코드 발생기(138)는, 다음의 C/A 

코드들을 발생한다:

G1 = 1 + X3 + X10

G2 = 1 + X2 + X3 + X6 + X8 + X9 + X10

코드 시프트 레지스터(170)의 출력은, 1/2 칩 폭에 의해서 분리되는, 적어도 20 코드 지연들이 각 SV로부터 각 도플

러 회전 샘플로 상관될 수 있도록 48f 0 에서의 시간에 11 비트로, 상관기(74)에 적용된다. 2f 0 로부터 48f 0 으로의

칩율의 증가는 상세하 게 아래에서 기술되게 될 24의 확대 인자를 제공한다.

G1 및 G2 값들은, 동일한 SV의 다음의 11 비트 샘플의 상관을 위한 다음 시간 세그먼트 동안에 코더 블록(112)에 의

해서 부활될 수 있도록 SV을 위하여 상관기(74)내에서의 도플러 회전 샘플과의 상관 후의 각 세그먼트 동안에 RAM 

R2 105내에 저장된다.

도 8을 참조하면, 상관기 블록(110)이 상세하게 도시되어 있다. 도플러 블록(108)으로부터의 회전되는 SV 출력내의 

DopIOut 및 dopQOut은 홀링 레지스터(140)에 병렬하게 실리는 병렬 컨버터(166)에 연속하여 적용된다. 코더 블록(

112)으로부터의 GenSerOut(160)은 상관기 블록(110)내에서 코드 시프트 레지스터(170)에 적용된다. 상기 데이터 

세트들은, SV에 적합한 국부적으로 발생된 코드뿐만 아니라 SV로부터 수용되는 도플러 시프티드 데이터를 나타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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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psCtl(182)의 제어하의 상관기에 적합한 배타적인 NOR 게이트 상관기(74)에 적용된다.

상기 상관기(74)의 출력은 덧셈기(174)에 적용되고, 도 5에서 도시된 바와 같이 IQACCUM 블록(114) 및 corQOut(1

80)에 비트 조합기(176)내에 결합된다. 덧셈기(174) 및 조합기(176)는, 도 5에 있는 누산기(175)에 의해서 표시된 것

처럼 부분적인 누산기로서 동작한다. 도 9를 참조하면, ASIC(102) 동작의 개요가 도시되어 있다. 온 클립 로직의 추

림(decimate)된 세트는 ASIC(102)의 동작을 제어하고 gpsCtl(182)로서 여기에서는 식별된다. 특히, gpsCtl(182)의 

제어 하에서, GPS 위성들로부터의 샘플 데이터(100)는, CACAPT 데이터 출력(123)을 형성하기 위하여 분리되어서 I

및 Q 데이터 스트림들내로 추림되는 곳에서 CACAPT(104)에 적용된다. SV 데이터(123)는, 상관기(74)내의 코더 블

록(112)으로부터 genSerOut(160)과 상관된 회전된 SV 출력 신호들 dopIOut 및 dopQOut를 생성하기 위하여 각 SV

의 예상되는 도플러 시프트를 위하여 회전된다. 상관기(74)로부터의 corIOut(178) 및 corQOut(180)들은, CPU(101)

에 출력(184)을 생성하기 위하여 IQACCUM 블록(114) 및 IQSQACCUM(116)으로 축적된다.

아래에서 상세히 기술된 것처럼, 메모리의 부분은, 다중 송신을 하는 동안 필요로 하는 도플러 시프트 및 코드 정보를

저장하여 제공하는 Sat Mem(186)을 위하여 사용된다.

동작시, 매 1/1000 초는 186 세그먼트로 분할되고, 각각은 264 클록들을 포함하고 있다. 상기 264 클록들 내에서, 1

2 채널들은, 각 채널이 22 개의 서로 다른 상관 기들 또는 지연들을 계산하기 위하여 22 클록들을 갖는 상태로 진행

된다. 상기 22 상관 기들의 단 20개만이 저장되어서 연속 처리를 위하여 사용된다. 각 채널을 위하여, gpsCtl(182)는 

dopLoad 및 dopSave를 사용하는 도플러 블록(108)내에서 반송파 NCO 125의 로딩을 제어한다. 유사하게 gpsCl(18

2)는, corHoldRegLoad 및 corCodesave를 통해서 코더 블록(112)내에서 코더 NCO (136)의 로딩을 제어한다. 상관

기 블록(110)을 통한 데이터의 흐름은 serialShiftClk로, 그리고 또한 corHoldRegLoad 및 corCodesave으로 제어된

다. 제어 신호들은, 각 채널에 적합한 IQACCUM 블록(114) 및 IQSQACCUM(116)에 적용되고, startSegment, start

Chan, resectAcc, peak, iqsq, wrchan, ShiftSlIqSq 및 acq 모드를 포함한다. 각 세그먼트 내에서, gpsCtl(182)는, 1

1 반쪽 칩 샘플들의 그룹들 내로 인컴밍 위성 데이터 를 리패키지하기 위하여 CACAPT(104)에 주기적인 신호들, en

g capShiftClk, capLoad, syncpulse, serialShiftClk를 제공한다.

gpsCtl(182)에 의해서 시작되는 모든 액세스들은, 램 R1 (103) 및 램 R2 (105)에 적합한 읽기/쓰기 제어 및 어드레스

신호들을 발생시키기 위하여 Sat Mem 186에 의하여 진행된다. GpsCt1(182)은 Sat Mem(186)과 함께 모든 데이터 

경로들을 통과하는 데이터의 흐름을 제어하고 램 R1 (103) 및 램 R2 (105)내에 저장되는 채널 변수들의 접근을 관리

한다. RAM R1 (103)은, 대응 합산 또는 누산 시간의 종단에서 RAM R2 (105)에 로드될 수 있는 채널 변수들을 한정

하기 위하여 사용자에 의하여 기록된다. RAM R2 (105)는, 처리 동안 다양한 채널 변수들의 중간 값들을 저장하기 위

하여 스크래치 패드로서 데이터 경로로서 사용된다.

RAM R2 (105)에서 읽혀지는 데이터는, Sat Mem(186)의 제어 하에서 도플러 블록(108), 코더 블록(112), 상관기 블

록(110) 및 gpsCt1(182)내에 다양한 변수 레지스터들로 보내진다. 상기 블록 및 램1(190)으로부터의 데이터들은, 입

력 부에서 램 R2 105의 쓰기 부분에 다중 송신된다. 램 R1 103은, 하나의 채널로부터 다른 채널로 전환되는 동안, 모

든 12 개의 채널들에 적합한 변수들을 위하여 사용되는 16 x 108 비동기성 이중 포트 램이고, 반면에 램2 192는 처

리동안의 위성의 변수들의 중간 값들을 저장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또 다른 16x108 비동기성 이중 포트 램이다.

도 10을 참조하면, 본 발명의 시스템은, 시스템의 대다수의 부분품들이 제공될 수 있는 ASIC(102)의 크기 및 복잡성

을 줄이기 위하여 다중 송신된 데이터 경로를 포 함하고 있다. 일반적인 수신기 설계는, 필요한 상관기의 수를 줄이기 

위하여 SV가 추적되는 각각의 분리된 z채널에 적합하게 사용하기 위하여 단 한 세트의 상관기들을 다중 송신한다. 본

발명의 시스템의 사용으로, 종래의 배치에 필요한 100만개 이상의 게이트를 취급가능한 100,000 미만에 근사한 수

로 줄일 수 있다.

본 발명에 의하면, 데이터가 상실되지 않는 방식으로 위성 채널들을 다중 송신하는 것에 덧붙여, 코드 지연 상관기는 

또는 다중 송신된다. 즉, 종래의 수신기들은, 각 SV에 적합한 빠르고, 늦고 그리고/또는 신속한 상관기를 제공하기 위

하여 두 개 또는 세 개의 상관기를 사용한다. 본 발명은, 하드웨어 또는 사용되는 다수의 게이트에 의해서 필요로 하는

ASIC(102)위상의 칩 영역을 실질적으로 증가시키지 않고 종래의 시스템 내에서 활용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코드

지연 상관기들을 제공하기 위하여 복수 개의 코드 지연들을 다중 송신한다.

상기 코드 지연의 다중 송신은, 빠른 SV 재포착들을 허용하는 도 3 및 도 4에 대해서 위하여 언급한 넓은 캡쳐 윈도우

를 허용한다. 특히, 1/2 칩 지연과 같은 20 지연들은 제공되어서, 예를 들면, 자동차(10)가 도 1에 도시된 바와 같이 

교차로에 있을 때, GPS 데이터가 심지어 SV의 간단한 어렴풋한 감지동안에도 포착될 수 있도록 각 SV 에 적합하게 

연속적으로 모니터 된다. 도로(12)상의 자동차의 위치의 모델링은, ±10 하프 칩 코드 지연들의 윈도우 내에서의 미

리 포착되어서 현재 엄폐된 SV에 적합한 예상 코드 및 도플러 값들을 충분히 정확히 유지하기 때문에, 얻어진다. 이 

같은 방식으로, 재포착 동안에 얻어지는 데이터는, GPS 데이터로서 직접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 즉, 재포착 모드는 추

적 모드에 대하여 투과적(transparent)이다. 상기 GPS 데이터는 재포착시 실질적인 시간의 손실 없이 포착된다.

더욱, 위성 추적의 동작은, ASIC 게이트 카운트를 실질적으로 줄이기 위하여 또는 12 개 채널들에 적합한 각 데이터 

세트를 위하여 다중 송신된다. 즉, C/A 코드내의 비트들의 작은 부분만이 모든 12 개의 SV를 위하여 일시에 진행된

다. 수신된 신호들을 디지틀적으로 진행시키기 위하여, 상기 신호들의 디지털 표시들은 디지털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레지스터들 및 버퍼들 내에 진행되어야 한다. 상기 C/A 코드는 1 밀리 초를 지속하는 각각의 반복으로 1023 비

트들을 포함한다. 만약 모든 1023 비트들이 한번에 처리되려면, 1023 비트 폭의 레지스터들을 필요로 할 것이다. 그

러한 레지스터들은, 가격 및 게이트 카운터에 있어서 비싸고 매우 성가시다. 본 발명의 3중 다중 송신된 수신기 배치

에 사용되는 다중 송신의 제 3 수준에 따르면, 더 적은 레지스터는 C/A 코드의 1023 비트들의 서로 다른 부분들을 취

급하기 위하여 다중 송신된다. 이는, 각각의 msec내에서, 모든 1023 비트들이 처리될 수 있도록 수용되는 데이터의 

더 적은 샘플들을 충분히 진행시키기 위하여 C/A 코드의 각 1밀리 초의 반복 동안에 여러 번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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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도 3 내지 도 9에 있는 위에서 언급된 바람직한 실시 예에서, 11 비트 레지스터를 사용하는 구성은, 각 레지스터

가 C/A 코드 반복의 모든 1023 비트들을 처리하기 위하여 밀리 초 당 186 번 사용될 수 있도록 사용된다. 따라서, 각 

SV의 추적은 각 세그먼트 동안 각 레지스터 내에서 11 비트들을 처리함으로서 186번 다중 송신된다. 더욱, 바람직한

실시 예에서, 12 채널들은 12 SV의 최대를 추적하기 위하여 사용된다. 이는, 각 SV에 적합한 도플러 회전을 적용하

는 세그먼트 동안 각각의 11 비트 세그먼트가 다중 송신되는 것을 필요로 한다.

더욱, 각각의 채널은, 실질적으로 서로 다른 코드 지연들을 제공하는 22의 인자에 의해서 다중 송신된다. 이는, 다음 

채널에 적합한 도플러 회전 샘플이 생성되기 전에, 각 SV에 적합한 도플러 회전 샘플이 서로 다른 C/A 코드 지연들로

22 회 상관되는 것을 요구한다. 이 같은 방식으로, 22 개의 서로 다른 코드 위상들은, 매 밀리 초 당 186 회 각 레지스

터를 처리함으로서 단지 11 비트 폭 레지스터들을 가지는 실질적인 시간 데이터를 제공하는 각각의 186 세그먼트동

안에 12 SV의 각각을 위하여 테스트될 수 있다.

본 발명의 처리는, 특별한 세그먼트 동안, 즉 C/A 코드의 반복성의 1/186, 모여지는 세그먼트에 필요한 시간의 길이 

동안, 발생한다는 것은 중요하다. 상기와 같은 최적 화된 방식으로, 특별한 세그먼트로 진행되는 데이터는 기껏해야 1

1 ½ 칩들은 늦게 지연되기 때문에 상기 상태들 사이에서 추적 또는 재포착 또는 전환되는 동안 잃어버리는 데이터는

없다.

도 10 및 도 11을 참조하면, 도 5에 도시된 디지털 필터(118)의 출력은 2f o 에서는 샘플 데이터 스트립(119)이다. S

Vs로부터의 상기 신호(100)들의 C/A 변조의 칩율은 f o 에 있다. 어떠한 데이터의 손실을 피하기 위하여, 상기 SV 

신호들은 적어도 그들의 Nyquist rate로, 즉, 2f o 인 인터레스트 변조의 칩율의 두배로, 샘플 되어야 한다. 비록, 샘

플 데이터 스트림(119)은, 칩율의 두 배인, Nyquist rate보다 더 높은 칩율에서 동작될 수 있을지라도, 그로써 얻는 

이점은 없다.

따라서, 샘플 데이터 스트림(119)은, C/A 코드의 칩율의 두 배인 디지털화되어 필터링된 SV 데이터의 일련의 샘플들

, 즉, 샘플 데이터 스트림내의 각각의 샘플은 C/A 코드 칩의 1/2와 동일한 폭을 가지고 있다. 각 밀리 초의 비트 또는 

샘플 데이터 스트림(119)내의 코드의 사이클의 수는 변조의 비트의 수에 두배, 즉, 2046 비트들의 각각은 C/A 코드 

칩의 1/2를 나타낸다. 개시된 바람직한 실시 예의 다중 송신 계획에 따라서, 상기 데이터는 11 비트 세그먼트로 처리

되고, 샘플 데이터 스트림(19)은 11 비트(10:0) 레지스터 값 버퍼(120)에 연속적으로 적용된다. 2fo 데이터 스트림내

의 전체 2046 비트들의 밖으로 11 비트들을 연속적으로 저장하는데 필요한 시간은, 1 ÷ (2046 ÷ 11 = 186) 또는 1

밀리 초 당 1/186이다.

11 샘플 비트들로 이루어진 제 1 세트가 11 샘플 디프 버퍼(120)내에 저장되는 동안, 처리를 위하여 활용할 수 있는 

비트는 없다. 상기 첫 번째 11 샘플 비트들은 연속적으로 수신되어 연속적으로 저장된 후, 상기 11 샘플 비트들은 병

렬 블록(122)에 병렬 전달된다. 따라서, 병렬 동작은, 1 밀리 초 당 1/186 또는 약 0.18f o 의 비율로 일어난다. 1 밀

리 초 당 1/186은 시간 세그먼트 또는 세그먼트로 불리고 대부분의 동작에 적합한 처리 유니트이다. 수신된 복합 신

호내의 각 위성들의 1023 칩 C/A 코드는 11 1/2 칩 비트들로 처리된다. C/A 코드의 밀리 초 반복 율을 186 시간 세

그먼트들로 분할하는 것은 186 다중 송신 인자에 의해서 11 비트 레지스터들의 각각을 다중 송신한다.

병렬 블록(122)으로부터 CACAPT 데이터 출력(123)은, 더 빠른 칩율로, 예를 들면 24f 0 으로, 도플러 블록(108)에

서 처리된다. 즉, 시간의 각 세그먼트내의 샘플 데이터의 11 비트들은, 12 개의 서로 다른 동작들이 11 비트 세트의 

데이터로 실행될 수 있도록 12 인자에 의해서 다중 송신된다. 특히, 도플러 블록(108)내에서, CapIOut 및 CACAPT 

데이터 출력(123)의 CapQOut들은, 각 세그먼트 내에서 12개의 서로 다른 도플러 회전들이 실행될 수 있도록 12개의

서로 다른 도플러 시프트들에 의해서 도플러 레지스터(124)내에서 다중 송신된다.

각각의 서로 다른 도플러 시프트는, 추적될 수 있는 12개의 서로 다른 SVs의 각각의 최대치에 필요한 예견된 도플러 

회전을 나타낸다. 2f 0 에서 24f 0 로의 처리 칩율의 증가는 데이터의 각각의 12 채널들에 적합한 처리를 다중 송신

한다. 하나의 채널이 각각이 서로 다른 SV를 나타내는 12 다중 송신되거나 실질적인 채널들로서 동작하도록 하는 다

중 송신은, 입력 신호들이 다중 송신된 후에만, 즉, 각각의 11 개의 1/2 칩 폭 비트들을 포함하는 186 시간 세그먼트

들로 나누어진 후, 적용된다. 이 같은 방식으로, 12 채널들 또는 위성들에 적합한 다중 송신은 시간 또는 데이터의 손

실 없이 비교적 값싼 11 비트 레지스터들로 쉽게 이룰 수 있다. 주기당 코드 비트들의 정수 나눔으로 샘플링의 수를 

선택하는 것은 상기 목적들을 성취하기 위하여 중요하다. 반송파 NCO(125)내의 다중송신기 블록(129)은 gpsCt1(18

2)의 방향 하에서 상기 다중 송신의 타이밍을 제어한다.

도플러 블록(108)의 출력은, dopIOut 및 dopQOut의 신호들, 상관기 블록(110)내에 서의 병렬 컨버터(166)로 연속적

으로 적용된다. 각각의 회전 SV 출력 신호(127)는, 회전되는 SV 출력 신호(127)들이 각 시간 세그먼트 내에서 생성

되는 것처럼 신호 SV 및 12로부터 회전 신호를 나타낸다.

회전 SV 출력 신호(127)는 상관기 블록(110)내에서 홀딩 레지스터(140)내로 병렬적인 방식으로 로드 된다. 따라서, 

배타적인 NOR 게이트 상관기(74)로의 입력은, 배타적인 NOR 게이트 상관기(74)로의 하나의 입력으로서 1/12 시간 

동안 유지되는 11 비트 폭 신호이다.

상관기(74)는 모두가 병렬으로 동작하는 일련의 11 분리 비트 상관기이다. 하나의 입력은, 다른 11 비트 입력이 코더

블록(112)으로부터의 11 비트 genSerOut(160) 출력 비트들에 의해서 제공되는 동안의, 회전되는 SV 출력 신호(127

)이다. 특별한 위성에 적합한 회전된 SV 출력 신호(127)위상에서의 동작을 위하여 제공된 1/12 시간 세그먼트 동안, 

SV에 적합한 코드는 코드 발생기(138)에 의해서 연속적으로 생성되어서 코드 시프트 레지스터(170)에 적용된다.

특별한 채널에 적합한 상관기의 초기에, 상기 SV에 적합한 코드의 11 비트들은 코드 시프트 레지스터(170)내로 이동

되어서 상관기를 위하여 그 내측에서 이용될 수 있다. 각각의 채널의 1/22에서(즉, 세그먼트의 1/12에서) 코드 시프

트 레지스터(170)내의 11 비트들의 각각은 배타적인 NOR 게이트 상관기(74)내에서 11 게이트 비트 배타적인 Nor 

게이트들 중 하나 내에서 상관된다. 이는 11 상관기 출력 비트들을 생성하고, 그것의 합은 회전되는 SV 출력 신호(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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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와 그 코드 위상사이의 상관기의 크기를 나타낸다. 병렬으로 생성되는 상기 11 상관기의 합들은, 병 렬으로 합해지

고 누산기 블록(115)내의 상기 SV 와 관련된 첫 번째 22 가산기(SUMMER)내에 저장된다.

채널의 다음 또는 두 번째 1/22동안에, 코드 발생기(138)는 상기 SV에 적합한 C/A 코드를 위하여 다음 비트를 생성

한다. 다음 비트는 코드 시프트 레지스터(170)에 연속적으로 적용된다. 동시에, 첫 번째 상관기로부터의 10 비트들은

코드 시프트 레지스터(170)내에 남아서, 새로운 비트와 함께, 1 비트를 생성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시간에 의한, 즉

, 레이트 코드에서의 1/2 칩 폭이 생성되는, 48f o , 앞의 11 비트 샘플로부터 지연된다. 따라서, 두 번째 샘플은, 앞의

11 비트 샘플들로부터의 1/2 칩 폭으로 지연된, 코드의 1/2 지연된 칩 버전이다. 방금 언급한 새로운 비트 코드는, 새

로운 비트가, 레지스터의 다른 단부에서 MSB를 밖으로 이동시키기 위하여 상기 레지스터의 일단부에서 이동된다는 

점에서 단지 다르다.

동일하게 회전되는 SV 출력 신호(127) 및 코드의 두 번째 11 비트 샘플의 11 비트 상관기 생성은, 누산기 블록(115)

내에서의 상기 SV와 관련된 두 번째 22 가산기들내에 저장된다. 이 후, 코드 발생기(138)로부터의 genSerOut(160)

의 남아있는 20 시리즈 시프트들은, 상기 SV에 적합한 누산기 블록(115)내에서의 저장을 위하여 11 비트 상관기의 2

0 이상의 합들을 생성하기 위하여 동일하게 회전하는 SV 출력 신호(127)에 대해서 상관된다. 그 결과는, 상기 22 값

은 처리를 위하여 누산기 블록(115)내에서 활용될 수 있고, 각 값은, 각각이 1/2 칩폭으로 분리되어 있는, 22개의 서

로 다른 코드 위상들 또는 지연들을 가지고 있는 하나의 SV로부터의 신호의 상관기의 측정치이다.

다음 시간 세그먼트의 1/12동안, 즉, 두 번째로 다중 송신된 채널의 처리 동안, 다음 SV에 적합한 회전되는 SV 출력 

신호(127)는, 위성을 위하여 발생되는 코드의 22개의 서로 다른 1/2 칩 지연들과의 상관기를 위하여 홀딩 레지스터(

140)에 적용된다.

세그먼트의 단부에서, 누산기 블록(115)은 20개의 서로 다른 합들에 의한 12개의 매트릭스를 포함하고 있다. 본 발명

의 하나의 실행에 있어서, 22 개의 가능한 코드 지연 상관기 결과 치들의 밖으로 단지 20 만을 저장하는 것이 편리하

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20개 합들의 12 열들은 20 코드 위상들 또는 지연들의 각각에 적합한 상관기의 측정치를 나

타낸다.

대략적으로, 본 발명의 데이터 경로는 다음과 같이 3배로 다중 송신된다

(a) C/A 코드의 1023 비트들을 나타내는, 각각의 밀리 초는, 단지 11 1/2 칩 폭 샘플 비트들이 일찍 처리될 수 있도록

샘플의 밀리 초내에서 186 세그먼트를 형성하기 위하여 186으로 분할된다;

(b) 각 세그먼트는, 각각의 그러한 11 비트 샘플이 12개의 서로 다른 소스들을 위하여 회전될 수 있도록 12에 의해서 

다중 송신된다;

(c) 각 소스에 적합한 회전된 11 비트 샘플은, 20에 의해서 각 채널 내에서 다중 송신하기 위하여 상기 소스에 적합한

20 세트의 서로 다른 코드 지연들로 상관된다; 및

(d) 각 채널내의 각 지연에 적합한 상관 곱들의 합은 누산된 상관기 출력을 생성하 기 위하여 합해진다.

비록 22 개의 서로 다른 지연들이 활용될 수 있을 지라도, 회전되는 위성 신호를 테스트하기 위하여 그러한 지연 또는

코드 위상 이론들과 같은 20을 사용하는 것은 편리하다. 누산 후 각 채널에 적합한 가장 큰 크기를 가지고 있는 상관 

곱은, 즉, 각 채널에 적합한 누산기 블록(115)내에 저장되는 11 비트들의 20 합들의 최대치는, 지연 이론이 가장 적확

한 것을 결정하기 위하여, 그 크기, 예를 들면, 피크 디텍터에 의해서 검출된다.

도 11에 대해서 언급하면, 본 발명의 3중 다중 송신 개요는 각각의 다중 송신 동작들로부터 생기는 시간의 조각들을 

봄으로서 쉽게 이해될 수 있다. 각 밀리 초내에서, 각각의 특별한 위성에 적합한 C/A 코드는 1023 비트들을 가지고 

있다. 모든 필요한 정보를 저장하기 위하여, 위성 신호들은, 2046 1/2 칩폭 샘플 비트들을 생성하기 위하여 2f 0 에서

의 Nyquist rate에서의, 모든 위성으로부터의 신호들의 디지털 합성으로, 샘플된다.

11개의 샘플 비트들의 각각의 연속적인 세트들은 시간의 세그먼트로서, 밀리 초의 1/(2046 + 11)과 동일한 길이, 즉,

1 밀리 초의 1/186, 함께 처리된다. 밀리 초 내의 186번째 세그먼트의 처리 후에, 모든 필요한 데이터는 추출되고 다

음 세그먼트에 적합한 11 비트 샘플은 활용할 수 있다. 비록, 누산기 블록(115)내에서의 각 밀리 초너머로 누산되는 

부분적인 합들이 단지 밀리 초의 단부에서 평가될 지라도, 데이터의 손실은 없고 그 결과치는 단지 늦은 하나의 세그

먼트이다. 즉, 그것은, 11 샘플 디프 버퍼(120)를 채우기 위하여는 1 세그먼트가 필요하고, 병렬 블록(122)에 11 비트

샘플을 전달하기 때문에, 첫 번째 11 비트 샘플로부터의 데이터는 두 번째 11 비트 샘플에 적합한 데이터가 수집되는

동안 처리된다. 비록 상기 시스템은 1년동안 동작되지만, 위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처리되는 샘플은 여전히 1 타

임 세그먼트 늦다.

각 세그먼트의 11 비트들은, 도플러 회전동안 시간 분할이 다중 송신됨으로서 각각의 SV에 대해서 다중 송신된다. 즉

, 세그먼트의 11 비트 샘플은, 모든 12개의 위성들이 보이거나 모델 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했을 때, 12 개의 서로 다

른 위성의 특별한 도플러 회전 버전들을 생성하기 위하여 단 하나의 11 비트 세그먼트 샘플이 사용될 수 있도록, 12 

개의 서로 다른 도플러 시프트된 출력들을 제공하기 위하여 사용된다. 하나의 채널에 적합한 동작들은 하나의 세그먼

트의 1/12를 필요로 한다. 단 하나의 세그먼트만이 부분 결과를 생성하고, 각 세그먼트동안의 12 개의 부분 결과치는

합당한 출력 데이터를 제공하기 위하여 각 밀리 초의 단부에서 합하여져야 하는 것은 중요하다.

각 세그먼트 내에서의 하나의 특별한 채널상의 각각의 동작들은, 위성에 적합한 부분 함을 위한 22 개의 다른 코드 지

연들이 테스트될 수 있도록 22개의 인자에 의해서 다중 송신된 시간 분할이다. 그러나, 상기 22개 상관기의 최고 합

은, 필요시 상기 채널에 적합한 가장 큰 지연을 선택하기 위하여 크기에 의해서 검출될 수 있다. 본 실시 예에서, 최고

점에서 특별한 세그먼트와 함께 검출되는 실질적인 이점이 되지 않도록 합해지거나 누산될 때 각 밀리 초당 한번만 

합당하다. 무선 통신과 같 은, 몇몇 GPS 적용들 및 다른 확장 스펙트럼 적용들에 있어서, 강한 신호들이 코드 반복 율

당 한 번 이상으로 종종 R3로부터 R4로 각 소스에 대한 누산들의 합을 누산하여 전달하는 경우 바람직하다. 특별한 

코드 위상 지연 또는 이론을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시간은 각 세그먼트 또는 밀리 초의 1/186의 1/12의 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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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각 채널에 필요로 1/22 시간이다. 상기 동작 속도는, 필요로 하는 상기 11 비트가 병렬하게 생성되기 때문에, 더욱 

쉽게 성취된다. 유사하게, 특별한 SV에 적합한 서로 다른 코드의 발생 속도는, 각각의 11 비트 코드 지연 샘플이, 각

각의 단 하나의 새로운 비트가, 즉, 각각의 새로운 genSerOut(160), 코드 시프트 레지스터(170)내로 이동될 때 자동

적으로 생성되기 때문에, 본 발명에 따라서 보다 쉽게 성취된다.

다중 송신의 각 레벨에서 사용되는 크기들 또는 다중송신 인자들의 선택은 임의적이지 않다. 세그먼트의 수들이 커질

수록, 필요로 하는 크기 또는 각 샘플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레지스터의 깊이는 더 적어진다. 186개의 코드 반복 다중

송신 인자를 사용함으로서, 즉, 2f 0 의 2046비트들을 186으로 나눔으로서, 단지 11 샘플 비트만이 단번에 평가될 필

요가 있다.

필요로 하는 채널들의 수는, 적어도 4 SVs가 3차원에서 정확하게 위치를 결정하기 위하여 동시에 보여져야 한다는 

사실에 의해서 실용적으로 범위가 정해져 있다. 비록, 위치 정보가 4개 보다 적은 위성들이 동시에 보이는 주기 동안

에 조차 제공될 수 있도록, 위에서 언급된 위치 정보를 평가하고, 모델링하고 그리고/또는 갱신하기 위하여 제공될지

라도, 각각의 3차원을 따라서 결정되어야 하는 알려지지 않은 1/4이다.

사용되는 24 NAVSTAR 위성들의 배치는, 그러한 최대 12 개의 위성들이 어떤 특별한 시간에 어떤 위치에서도 볼 수

있도록 지구를 덮을 수 있도록 배열되어 있다.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채널들의 최대 수는, 그러한 이유 때문에, 

약 12개를 넘지 못한다. 따라서, 여기에서 도시된 실시 예에서의 다중 송신의 채널 수준으로 사용되는 선택된 채널 다

중송신 인자는 12 인자이다.

서로 다른 코드 지연의 수는, 정확한 지연이 그럭저럭 유지될 수 있을 경우, 단지 필요한 상관기가 제 시간 또는 신속

한 상관기일 수 있도록 절대 최소치 1에 의해서 하단부에서 한계가 지어진다. 일반적인 GPS 수신기 시스템은, 예를 

들면, ± 1 지연 내에서의 프롬프트 상관기를 집중시키기 위하여 초기, 신속한 그리고 늦은 상관기를 사용하는, 종래

의 추적 기술들이 사용될 수 있도록, 적어도 2 또는 3 개의 서로 다른 코드 지연들을 사용한다.

본 발명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더 많은 수의 서로 다른 지연들 또는 지연 이론들은, 빠른 재포착이, 도 3 및 도 4에 대

해서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성취될 수 있도록 테스트된다. 비록, 바람직한 특별한 실시 예는 여기에서 기술되어 있

지만, 각각이 C/A 코드 칩 폭의 1/2에 의해서, 즉, 1 sec의 1/2046의 1/2에 의해서, 분리되어 있는 20개의 서로 다른 

지연들이 결정되어 있고, 3개의 다중송신 인자들의 각각들 사이의 관계가 중요하기 때문에 코드 지연 다중송신 인자

는 선택된다.

3개의 다중송신 인자들의 생성, 코드 반복 다중송신 인자, 채널 다중송신 인자 및 코드 지연 다중송신 인자는, 선택적

으로 확산 스펙트럼 변조의 각각의 반복으로 다 수의 비트들의 짝수 정수배일 수 있다. 더 낮은 율에서의 샘플링으로 

인한 데이터 손실을 줄이기 위하여, 샘플들은 두 배의 칩 율로, Nyquist 율로, 취해져야 하기 때문에 짝수 정수 배는 

요구된다. 비록 다중송신 인자들은, 비록 곱(product)이 짝수 정수 배와 정확히 일치하지 않을 지라도, 성공적으로 사

용될 수 있을지라도, 데이터 손실 또는 불필요한 복잡성 및 비용을 낳는다.

특별한 실시 예에서 도시된 바와 같이, 흥미 있는 확산 스펙트럼 코드는 C/A 코드이고, 그것의 각 반복성은 1023 비

트들을 포함한다. 위에서 언급된 3중 다중 송신 곱의 법칙에 따라서, 3개의 다중 송신 인자들의 곱은, 2046과 같은, 1

023의 짝수 정부 배와 동일해야 한다. 언급된 바와 같이, 코드 반복성 다중송신 인자는 186이고, 채널 다중송신 인자

는 12이며 코드 지연 다중송신 인자는 22이다. 186에 12가 곱해진 다음 22가 곱해지는, 1023에 의하여 나누어질 때 

48이 되는, 49104이다. 48은 짝수 정수이고 본 발명에서 사용되는 특별한 세트의 다중 송신 인자들은 다수의 최적화

된 시스템들 중 하나를 제공한다.

상기 다중 송신 곱의 법칙이 C/A 코드에 적합한 3중 레벨 다중 송신 배치에서 잘 풀리는 이유는, 1023내에 3개의 소

인수들이 있기 때문이다. 즉, 1023은 세 개의 주 숫자들 31,11 및 3의 곱이다. 3개의 다중송신 인자들의 각각은 상기 

소인수들 중 하나에 의해서 균일하게 나누어질 수 있다. 예를 들면, 186은 31에 의해서 6번 나뉘어질 수 있고, 12는 3

에 의해서 4번 나뉘어질 수 있으며, 22는 11에 의해서 두 번 나뉘어질 수 있다.

다중송신 인자들 중 하나로 샘플된 비트 율로 다수의 비트들의 각각의 소인수를 사 용함으로서, C/A 코드 확산 스펙

트럼 수신기들에 적합한 두 개 또는 그 이상의 서로 다른 다중 송신 배치들의 군들을 산출한다. 제 1 군에서, 만약 11 

채널들이 필요하다면, 코드 반복 다중송신 인자 또는 채널 다중송신 인자 중 하나는 31에 의해서 나뉘어질 수 있다. 

비록, 어떤 적용예에서는 31 또는 62의 서로 다른 코드 지연들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할지라도, 가능한 크게 코드 

반복 다중송신 인자를 만드는 것은 실질적으로 유리하다. 이는, 각 세그먼트 내에서 저장되어서 처리되는데 필요한 

다수의 비트들을 줄인다. 31 배수로 코드 반복 다중송신 인자를 선택함으로서, 실질적으로 사용되는 지연들의 수는, 

코드 지연 다중송신 인자는 3의 어떤 배수이기 때문에 더욱 쉽게 제어될 수 있다.

다른 편리한 군에 있어서, 6,9,12,15 또는 18 위성 채널들은, 상기 채널 다중송신 인자가 3의 정수 배가 될 수 있도록 

요망된다. 이는, 코드 반복 다중송신 인자가 31의 인자인 반면에, 코드 지연 다중송신 인자는 11의 인자로 하게 한다. 

명세서 내에서 위에서 기술된 특별한 실시 예는 상기 군내에 있다.

다중송신 인자들의 선택에 대한 또 다른 구속은, 다중 송신의 가장 낮은 수준의 동작 속도이다. 개시된 실시 예에서, 

다중 송신의 3번째 수준은, 48f 0 에서 동작한다. 상기 하드웨어 실행의 클록 속도는 상기 속도에서 동작을 충분히 허

용해야 한다. 칩 구성 인자들이 더욱 더 빠르게 발전됨에 따라서, 더 높은 클록 속도들은 더 높은 속도 처리를 성취하

기 위하여 사용될 수 있고, 더 큰 배수들은 사용될 수 있다. 예를 들면, 96f 0 에서와 같은, f 0 의 배수인 더 높은 율로

동작될 수 있는 상관기 블 록(110)과 같은 고속 처리 구간들에 구성 요소들이 있는 상태에서, 상기 코드 반복성 다중

송신 인자는, 20 지연 또는 탭들을 가지고 있는 24 채널들 또는 40 지연 또는 탭들을 가지고 있는 12 채널들 또는 6 

비트들 및 22 탭들을 가지고 있는 11 채널들을 생성하기 위하여 두 배로 된다.

상기 시스템 배치는, 시간 또는 속도 확대의 지점으로부터 또한 볼 수 있다. 48f 0 에서의 제 3 다중 송신 수준에서의 

동작은, 처리되는 2f 0 샘플 칩율보다 24배 더 빠르다. 상기 24의 증폭 인자는 하드웨어 다중 송신 또는 24의 게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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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축 인자이다. ASIC(102) 위상의 게이트의 수 또는 본 발명의 실행을 위한 다른 장치들은, 증폭 인자에 대한 비율로 

실질적으로 직접 줄어든다. 모든 다른 인자들은 동일하고, 48f 0 에서 동작되는 칩의 표면적은, 2f 0 에서 동작하는데

필요할 수 있는 표면적의 1/24와 비슷하다. 유사하게, 96으로의 증폭 인자의 증가는 거의 1/2와 비슷하게 필요한 요

구되는 칩 면적 실제 상태에서의 감소를 허용한다.

위에서 개시된 본 발명의 다중 수준 다중 송신 확산 스펙트럼 수신기의 특별한 실시 예는 GPS 수신기이다. 동일한 발

명은, 사용되는 확산 스펙트럼 코드의 비트 율 및 그 적용에 적용될 수 있는 환경 인자들에 근거한 다중송신 인자들의

선택들에 대한 정당한 이유를 가지고 있는 무선 전화 신호들과 같은 다른 확산 스펙트럼 신호들을 위하여 사용될 수 

있다. 다수 채널들의 실질적인 구속들 및 코드 위상들과 같은, 본 발명 배치에 적합한 환경 인자들은, 위에서 기술되었

다.

위에서 언급된 디지털 신호 처리 칩(102)의, ASIC GSP1(202)의, 바람직한 실시 예 를 포함하고 있는 GPS 시스템(20

0)의 블록 다이어그램 개요인, 도 12를 참조하면, 라디오 주파수 칩, GRF1(204)은, 본 발명에 따라서 완전한 수신기 

시스템을 형성하기 위하여 다른 구성 요소들과 결합되어 있다.

램 R1 (103), 램 R2 (105) 및 Sat Mem (186)의 기능 및 예를 들면 도 5에 대해서 위에서 언급한 다른 필요 기능들을

제공하기 위하여 데이터 및 어드레스 버스(210, 212)에 의해서 상호 연결되어 있는, SROM(206), ROM(208)들은 AS

IC GSP1(202)과 결합되어 있다.

GRF1(204)은, GPS 안테나(28)로부터의 위성 신호를 수신하는 RF 처리 서브시스템(214)내에 포함하고 있고, GRF1

(204)의 뒤로, 자동 RF 게인 제어 신호, AGC(216)을 복귀시키는 ASIC GSP1(202)에 샘플 또는 GPS 데이터(100)를

제공한다. RF 처리 서브시스템(214)내의 GRF1(204)과 결합되어 있는 것은 GRF1(204)에 적용되는 출력으로 GPS 

안테나(28)로부터 저 소음 증폭기 LNA(220)에 신호들을 제공하는 RF 필터(218)들이다. 더욱, GRF1(204)은, 아웃보

드 필터를, 크리스탈(224)뿐만 아니라 IF 필터(222), 사용한다. IF 필터(222)가,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에 더욱더 비

싸고 복잡한 5 및 6 폴 필터(full filter)보다는 오히려, 저 비용의, 외부 2-폴 LC (inductance-capacitance) 타입의 

중간 또는 IF 필터인 것은 중요하다. GPS 수신기 시스템(200)은, 도 5에 CACAPT(104)로 도시된 바와 같이, 데시메

이터 또는 디지털 필터, 디지털 필터(118)에 의해서 뒤따르는 상대적으로 넓은 IF 밴드를 사용한다.

특히, LNA(220)의 출력은 ASIC GSP1(202)에서 CACAPT(104)에 적용되는 GPS데이터(100)를 생성하기 위하여 IF

필터(222)를 사용하는 GRF1(204)에 의해서 처리된다. ASIC GSP1(202)내에서, GPS 데이터(100)는, I/Q 분할기(spl

itter)(106)내에서 위상 및 구적 위상 I 및 Q 신호들로 분리된다. 그런 다음, I 신호들은 디지털 필터(118)에 적용되고,

Q신호들은 도 5 및 위에서 언급된 것처럼 동일한 방식으로 처리된다.

도 13은 GRF1(204)의 블록 다이어그램이고, 도 14는 GRF1(204) 밖의 핀이다. 도 15는 AGC 인터페이스의 타이밍 

다이어그램이다. 도 16은, GPS 수신기 시스템(200)의 바람직한 실시 예를 추가로 상세하게, 특히, 관련된 회로 설계

뿐만 아니라 ASIC GSP1(202)과 GRF1(204)사이의 상호 연결을, 제공한다.

도 13 내지 도 16을 참조하여, GPS 수신기 시스템(200)의 SiRFstar에 대하여 기술하면 아래와 같다.

$ SiRFstar 구조를 위한 $ 비용 효율적인 MMIC 집적화

프론트 엔드

-SnapLock TM 100ms 재포착 -온칩(On-Chip) VCO 와 레퍼

발진기(Oscillator) 런스

-SingleSat TM 항법 -저비용 외부 2극 LC IF 필터

-최소 시동 시간(Minimum Startup Time) -단단계로 L1을 IF로 하향변

환(Downconversion)

-외부 25ppm 기준 크리스탈

(Reference Crystal)

$ 이음매없는(seamless) 인터페이스 $ 온칩 2-비트 A/D

-GSP1에 직결(DIrect-Connect to GSP1) -향상된 약한 신호 추적

-표준 3 또는 5V 공급 (Weak Signal Tracking)

-표준 능동 안테나와 호환 가능 -향상된 전파방해 이뮤니티

(Jam Immunity)

SiRFstar GPS 구조는 주 소비자의 GPS 제품에 대한 요구 충족시키기 위하여 설계되었다. SiRFstar GSP1 신호 처리

엔진과 SiRFstar GRF1 RF 프론트 엔드 및 SiRFstar GSW1 소프트웨어를 결합하므로써 다양한 종류의 제품을 위한 

강력하고, 비용면에서 효율적인 GPS 솔루션이 제공된다. SiRFstar 특유의 100ms SnapLock 성능(capabilities)들은

12 채널 올인뷰(all-in-view) 추적과 결합되어 GPS 위성 측정치의 최대한의 유용성을 제공한다. SingleSat 항법 모

드는 이러한 측정치들을 이용하여 도시 협곡들의 혹독하고 제한된 시야에서조차 GPS 위치의 갱신된 정보을 생성할 

수 있다. 2중 다중 경로 거부 설계가 이러한 협곡들에서의 위치 정확도를 향상시킨다. 진정한(true) 2-비트 신호 처리

는 FoliageLock TM 모드가, 군엽(foliage) 아래에서조차, 작동을 위하여 낮은 레벨의 신호를 포착하고 추적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칩 셋에 수반하는 고성능 펌웨어는 우리의 고객들에게 완전한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하여 SiRFstar 하드웨어 성능을 

최대한 이용한다. 상기 소프트웨어는, GPS 기능 을 임의의 제품에 추가하기 위한 설계 결정에 최대한의 유연성을 제

공하고 단시간에 출시될 수 있도록, 설계상 모듈화되고 다양한 프로세서들과 운영체제들에 이식가능하다.

[칩에 대한 설명]

GRF1은 글로벌 포지셔닝 시스템(GPS) 수신기를 위한 완전한 프론트 엔드 주파수 변환기이다. 현재 기술에 의한 설

계는 RF로부터 디지털 출력으로의 변환을 수행하기 위하여 저 소음 증폭기(Low Noise Amplifier)(LNA), 믹서(mix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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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1527.68 MHz 피엘엘(Phase Locked Loop)(PLL) 신디사이저, 온칩 주파수 레퍼런스, AGC를 가진 IF 스테이지, 

2-비트 A/D 변환기 그리고 제어 논리을 결합한다. GRF1은 GPS 위성에 의해 전송된 1575.42 MHz 신호를 받아, 그 

신호를 GSP1 신호 프로세서 칩에서 처리 가능한 47.74 MHz PECL 레벨 상보성 디지털 신호로 변환한다. 상기 2-비

트 인터페이스는 향상된 교란 면역성과 아울러 약하고 감쇄된 신호에 대한 우수한 추적 성능을 제공한다.

[표 1]

핀 식별

핀 명칭 핀 명칭 핀 명칭 핀 명칭

1 IF 입력 9 Vcc(VCO) 17 25 REFIN

2 입력 10 Vee(VCO) 18 SIGN 26 BYPASS

3 출력 11 Vee(CHP) 19 27 REFOUT

4 MIX 출력 12 CPFB 20 MAG 28 AGCSTRB

5 Vee(LNA) 13 CPSUM 21 29 AGCDATA

6 입력 14 CPOUT 22 ACQCLK 30 AGCCLK

7 RF 입력 15 Vcc(CHP) 23 31 Vee(Digital)

8 Vcc(LNA) 16 Vcc(Digital) 24 GPSCLK 32 Vcc(IF)

[표 2a]

GRF1 신호 설명

핀번호 표시 종류 설명

1,2 IF, 입력들
차등적인 IF 입력들; IF 스테이지에의 평균 입력들; 이들 입력들과 믹서 출력들간에는

필터가 위치해야만함. 이들 핀들에는 양의 공급에의 DC 바이어스가 가해져야만 함.

3,4 ,MIX 출력들

차등적인 IF 출력들; LNA/믹서 스테이지의 평균 출력들; 이들 출력들과 IF 입력들간

에는 필터가 위치해야만 함. 이들 핀들에는 양의 공급에의 DC 바이어스가 가해져야

만 함.

5 VEE(LNA) 입력 LNA/믹서 접지핀

6,7 ,RF 입력들
차등적인 LNA 입력들. 최상의 성능을 위해서 밸룬(balun)이 사용되어야 함. 감결합

이 접지되어야 함(Decoupling should be to ground).

8 VCCLNA 입력
LNA/믹서 블록을 위한 양의 공급 입력. 0.01 ㎌ 또는 그보다 큰 커패시터들을 경유하

는 접지 감결합이 제공되어야만 함.

[표 2b]

GRF1 신호 설명

9 VCCVCO 입력
VCO 블록을 위한 양의 공급 입력. 0.01 ㎌ 또는 그보다 큰 커패시터들을 경유하는 접

지 감결합이 제공되어야만 함.

10 VEEVCO 입력 VCO 접지핀.

11 VEECHP 입력 전하 펌프(charge pump) 접지핀.

12 CPFB 입력 전하 펌프 피드백 I/O 핀.

13 CPSUM 입력 전하 펌프를 위한 합산 입력.

14 CPOUT 출력 전하 펌프 출력.

15 VCCCHP 입력
전하 펌프를 위한 양의 공급 입력. 0.01 ㎌ 또는 그보다 큰 커패시터들을 경유하는 접지

감결합이 제공되어야만 함.

16 VCCDIG 출력들 디지털 회로소자를 위한 양의 공급 입력. 적절한 작동을 위해 동일한 레귤레이터에 의

해 디지털 및 아날로그 공급들이 제공되어야 함. 0.01 ㎌ 또는 그보다 큰 커패시터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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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하는 접지 감결합이 제공되어야만 함.

17,18
,

SIGN
출력들 차등적인 부호(SIGN) 비트 출력들. 이들 출력들은 PECL 호환 가능.

19,20
,

MAG
출력들

차등적인 크기(MAGNITUDE) 비트 출력들. 크기 비트는 A/D에서의 입력 레벨이 > +/

- 50mV일 때 HIGH를 생성하도록 설계됨. 이들 출력들은 PECL 호환 가능.

21,22 ,ACQCLK 출력들 차등적인 획득 클록 출력들. 이들 출력들은 PECL 호환 가능.

23,24
,

GSPCLK
출력들 차등적인 X 2 레퍼런스 클록 출력들. 이들 출력들은 PECL 호환 가능.

25 REFIN 입력
차등적인 레퍼런스 클록 입력들. 외부 입력 신호들은 AC 결합(AC coupling)을 통해 가

해질 것.

[표 2c]

GRF1 신호 설명

26 BYPASS 바이패스 0.01 ㎌ 또는 그보다 큰 커패시터를 통한 Vcc에의 감결합이 제공되어야 함.

27 REFOUT 출력
레퍼런스 출력. 이 출력과 REFIN 입력 사이에 외부 발진기 대신에 크리스탈 네트워크

가 위치할 수 있음(도 5를 볼 것).

28 AGCSTRB 입력
부하 제어 입력. 데이터가 이 입력의 상승 에지에서 AGC 레지스터로 불려 들어감. 그 

입력은 TTL 호환임.

29 AGCDATA 입력
데이터 입력. 6 비트 데이터 바이트가 제일 먼저 이 데이터 입력 LSB를 통해 직렬적으

로 로드됨. 그 입력은 TTL 호환임.

30 AGCCLK 입력
클럭 입력. 세 선(three wire) AGC 제어를 위한 클럭 기능을 제공함. 데이터가 이 클럭

의 음으로 가는 에지에서 6 비트 쉬프트 레지스터로 로드됨. 그 입력은 TTL 호환임.

31 VEEDIG 입력 디지털 블록 접지 핀.

32 VCCIF 입력
IF 블록을 위한 양의 공급 입력. 0.01 ㎌ 또는 그보다 큰 커패시터들을 통하는 접지 감

결합이 제공되어야만 함.

모든 Vee 와 Vcc 핀들은 신뢰성 있는 작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연결되어야만 한다.

[핀 설명에 관한 주의점]

1. 모든 바이패싱은 달리 특정하지 않는 한 양의 공급(positive supply)쪽이어야 한다. 낮은 소산(消散)인자를 가지는

커패시터들이 모든 전원핀들에 가능한 한 가까이 위치해야 한다.

2. 차등 입력과 출력 신호들은 최적 시스템 성능을 위하여 사용되어야 한다.

3. PC 보드 레이아웃에서는 우수한 RF 프랙티스들에 따라야 하고, 접지와 파워 플래인들(planes)이 가능할 때마다 

사용되어야 한다.

4. Vee는 일반적으로 GND라 한다.

[기능 설명]

LNA/믹서

GRF1은 외부 안테나 및 적합한 LNA에 의하여 GPS L1 신호를 수신한다. L1 입력 신 호는 1.023 Mbps 2중 위상 쉬

프트 키이드(Bi-Phase shift Keyed)(BPSK) 변조된 확산 코드를 가지는 1575.42 MHz의 다이렉트 시퀀스 확산 스펙

트럼(Direct Sequence Spread Spectrum)(DSSS) 신호이다. 안테나에서의 입력 신호 파워는 약 -130 dBm(2.048 

MHz에 걸쳐 퍼짐)이고, 희망된 신호는 열 잡음 플로어하에 있다. 프론트 엔드 압축 점(c은 -30 dBm이고, IF 영역에 

적절한 외부 필터링이 주어지면, 큰 대역외 신호들의 거부가 가능하다.

공통 모드 간섭(common mode interference)을 현저히 감소시키는 LNA/믹서는 완전히 미분적(differential)이다. 

약 8 dB의 노이즈 피겨(figure)와 20 dB 변환 이득(conversion gain)과 더불어, 값싼 상대적으로 높은 삽입 손실(ins

ertion loss) 필터들이 IF에서 사용될 수 있다. LNA/믹서와 온칩 1527.68 MHz PLL 은 47.74 MHz의 IF 출력 주파

수를 생성한다. 그 2중 평균된(double balanced) 믹서 출력들은 개방된 컬렉터들이고 그러므로 Vcc로의 외부 dc 바

이어스를 필요로 한다.

IF 스테이지

IF 스테이지는 약 75 dB 소 신호 이득(small signal gain)을 제공한다. 외부 IF 필터가 LNA/믹서와 IF 증폭기 스테이

지들 사이에 요구된다. IF 밴드패스 필터는 성능에 영향을 주지 않고 3 내지 12 MHz 사이의 대역폭을 가질 수 있다.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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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스테이지로의 입력들은 2중으로 막히고(double ended) Vcc로부터의 dc 바이어스를 요구한다. 2중 평균된(double

balanced) I/O는 약 40 dB 노이즈 이뮤니티을 제공하고; 그러므로, 평균된(balanced) 필터 설계가 강하게 추천된다.

6-비트 레지스터는 48 dB의 이득 제어(1dB/bit)를 제공하고 세 선(three wire) TTL 레벨 인터페이스(AGCCLK, AC

GDATA, AGCSTRB)에 의해 액세스 가능하다. 제어 비트들은 AGCCLK의 하강 에지에서 먼저 칩 LSB 내부로 직렬 

시프트된다. IF 이득 스테이지들에서의 특유의 전압 제어된 소스 설계는 매우 우수한 온도에 대한 이득 선형성(＜0.5

dB)을 제공한다. 최대 이득은 레지스터 내로 모든 0들이 로드된 채로 선택된다(타이밍 디테일을 위하여서는 도 15를 

볼 것).

IF 증폭기 출력은 부호(sign)와 크기(magnitude) 출력들을 제공하는 2-비트 양자화기로 공급된다. 부호와 크기 데이

터 비트들은 38.192 MHz 샘플 클록의 하강 에지에 의하여 래치된다(PLL 신디사이저를 참조). 이 ACQCLK를 위한 

차등적인 출력들이 또한 제공된다.

피엘엘 신디사이저(PHASE-LOCKED LOOP SYNTHESIZER)

국부 발진기와 레퍼런스 GPSCLK 및 샘플 클록은 온칩 PLL 신디사이저 블록으로부터 얻어진다(are derived). VCO

와 디바이더(devider)들 및 위상 검출기(phase detector)는 칩 내에 제공된다. 오직 필요한 것은 외부 24.552 MHz 

레퍼런스 클록과 수동 루프 필터 요소들(passive loop filter components)이다.

도 16 은 전형적인 구조의 상기 칩을 보인다. 루프 필터는 전하 펌프를 사용하여 제공된다. 두 개의 레지스터들 및 두 

개의 커패시터들이 루프 필터 대역폭을 설정한다. 레퍼런스는 크리스탈과 레지스터 및 두 개의 커패시터들을 사용하

여 생성될 수 있고, 또는 더 우수한 레퍼런스 안정성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외부 발진기가 사용될 수 있다. 레퍼런스를

위한 차등적인 입력들은, 현저한 노이즈 이뮤니티을 제공하는 외부 발진기와 함께 사용하기 위하여 이용될 수 있다. 

차등적인 GSPCLK와 ACQCLK 출력 신호들이 상기 블록에 의해 제공된다.

GSP1 인터페이스(GSP1 INTERFACE)

GSP1 인터페이스의 출력측은 클록들과 2-비트 샘플 데이터를 GSP1으로 제공한다. 이들 신호들은 노이즈를 줄이고 

보다 우수한 성능을 제공하기 위하여 모두 미분적이다. 상기 2-비트 샘플들은 디지털적으로 필터링되고 이는 RF 회

로에서 필요로 하는 필터링을 현저하게 감소시켜 IF 필터를 위하여서는 단순한 1 또는 2 극(pole) LC 필터로 충분하

도록 한다. GSP1은 상기 상관 과정에 걸쳐 진정한 2-비트 데이터 경로를 제공하며 이는 매우 약한 신호들의 추적을 

가능하게 한다.

GSP1 인터페이스의 입력측은 GRF1의 IF 스테이지에서의 이득을 제어하는 AGC 블록이다. 그 이득은 고정된 값으로

설정될 수 있고 또는 소프트웨어 제어가능한 임계값에 따라 변동하도록 허용될 수 있다. GSP1은 들어오는 신호들을 

모니터하여 매 1 밀리초 마다 이득을 조절할 수 있고, 이는 변하는 신호 환경에 급속히 적응하도록 허용한다.

AC 특성들

[표 3a]

AC 특성들

AC 특성 최소 값(Value) 최대 단위 조건들

LNA/믹서

변환 이득 23 25 27 dB (주 1,2)(Notes 1,2)

노이즈 피겨 8 10 dB (주 1,2)(Notes 1,2)

입력 압축(1dB) -30 -25 dBm (주 1,2)(Notes 1,2)

단일 종료된

(Single Ended)

입력 임피던스

(실수)

80 Ω (주 1,3, 도 4를 볼 것)

단일 종료된

(Single Ended)

입력 임피던스

(허수)

2 pF (주 1,3, 도 4를 볼 것)

차등적인 출력

임피던스(실수)
＞50 kΩ (주 1)(Note 1)

차등적인 출력

임피던스(허수)
2 pF (주 1)(Not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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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b]

AC 특성들

IF 스트립

입력 임피던스

최소값(실수)
5 ＞5 kΩ F = 47.74 MHz,(주 1)

입력 압축 -60 dBm (주 1)

소 신호 이득 75 78 dB F = 47.74 MHz, 미분적 입력, Zin = 2 kΩ

이득 선형성 +/-0.5 dB F = 47.74 MHz

이득 제어 영역 40 48 52 dB

이득 해상도 0.5 1 1.5 dB/bit

대역폭 +/-20 MHz Fc = 47.74 MHz,(주 1)

A/D 클록주파수 38.19 MHz

부호 비트 듀티 사이클 40 50 60 %

PLL 합성기

스퓨리어스 (Spurious) -50 dBc (주 1, 주 4)

VCO 이득 1 1.3 1.6 GHz/V

위상 검출기

이득
60 mV/RAD (주 1)

레퍼런스 입력

레벨
200 mVp-p (주 1)

레퍼런스 입력

임피던스
＞5 kΩ (주 1)

디지털 인터페이스들

GPSCLK,ACQCLK

출력들

듀티 사이클 40 50 60 %

TDR,TDF 3 nS Co = 15pF

TACQCYC 26.21 nS Co = 15pF

TGPSEYE 20.36 nS Co = 15pF

TSATSU 52.42 nS Co = 15pF

ISINK,ISOURCE 1 2 mA

[표 4]

AGC 인터페이스 타이밍

인자(Parameter) 심벌 최소 최대 단위

AGCCLK 사이클 타임 T14 161 163 ns

AGCDATA 셋업 타임 T15 81.5 82.5 ns

AGCDATA 홀드 타임 T16 79.5 80.5 ns

AGCSTRB 웨잇 타임 T17 79.5 80.5 ns

AGCSTRB 펄스 타임 T18 161 163 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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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도 17을 참조하면, 상대적인 상관 진폭(relative correlation amplitude)의 일련의 그래프들이 타임 오프셋의 함

수로, 직접 경로와 두 유형의 다중 경로 간섭을 위하여 도시되어 있다. 이들 그래프들은 타임 오프셋 제로에, 즉 직접 

경로 신 호의 도착 시간에 정렬되었다.

도의 중앙에 있는 직접 경로 상관 함수(226)는, 다중 경로 신호(들)가 없는 상태에서 직접, 가시선(line of sight), 경

로를 따라 수신된 위성 신호를 상관한 결과이고, 그때 직접 경로 신호상에는 C/A 코드 변조의 레플리카가 존재한다. 

직접 경로 상관 함수(226)의 피크(230)가 실제 도착 시간 또는 제로 코드 위상를 나타내기 위하여 원점에 도시되어 

있다. 실제로는, 필터링과 다른 바이어스들에 의해 이 점은 약간 오프셋 될 수 있다. 피크(230)는 정확한 시간의 코드 

위상, 즉 특정한 위성으로부터의 PN 코드 그룹의 도착시간으로 여겨질 것이다.

직접 경로 상관 함수(226)는, 예를 들어, 도플러 블록(108)으로부터의 도플러 편이된 위성신호들을, 평가된 코드 위

상를 변경하면서 도 9에 도시된 바와 같이 코더 블록의 출력에 의해 상관시키는 상관기 블록(110)의 작동에 의해 생

성될 수 있다. 특히, 직접 경로 상관 함수(226)는, 다중 경로 간섭이 없는 상태에서, 약 한 C/A 코드 칩 폭 이르게, -1 

칩의 지연또는 타임 오프셋으로부터 약 한 칩 폭 늦게, +1 칩의 지연또는 타임 오프셋까지 코드 위상를 조정하는 것

으로부터 상관 함수의 형상이 결과됨을 보인다.

직접 경로 상관 함수(226)의 삼각형 형상은 아래의 사정들로부터 결과되는 것으로 전통적으로 이해되어 왔다. 코드 

위상 오프셋이 어떤 방향으로든 약 1 내지 1.5 칩보다 클 때는 수신된 신호와 내부적으로 생성된 코드간의 상관은 거

의 없다. 타임 오프셋이 약 1 칩으로부터 약 0으로, 어떤 방향으로든, 감소되면서, 상관은 0 오프셋에서 최대로 증가

한다. 다시 말해, 내부적으로 생성된 코드의 코드 위상이 수신 된 신호의 코드 페이지와 정확하게 동일(더 작은 바이

어스, 오프셋 그리고 필터링 효과)하게 되는 때 그 상관은 절정에 이른다.

디엘엘은, 이른 상관, 늦은 상관, 즉 한 쌍의 상관을 그들 사이에 고정된 오프셋 또는 타임 지연이 있는 상태로, 주위(s

urround) 또는 스트래들 피크(straddle peak)(230)에 이른 및 늦은 상관을 실행하도록 사용하므로써 기대되는 피크(

230)를 추적하는데 전통적으로 사용되었다.

도 18에 도시한 바와 같이, 다중 경로 간섭으로부터 결과되는 잔여 코드 위상 에러들이 발견될 수 있고, 본 발명에 따

라 결정되고/거나 정정될 수 있다. 특히, 위성 신호들은 GPS 안테나(28)에 의해 수신되고, PN 코드 발생기(234)에 의

해 생성된 코드 레플리카와 상관되기에 앞서, 밴드 패스 필터(232) 및 상기한 바와 같은 다양한 구성요소들에 의해 처

리된다. PN 코드 발생기(234)에 의해 생성된 PN 코드의 타임 오프셋은 시스템 클록(238)에 의해 구동되는 조정가능 

지연(236)의 오프셋 또는 지연에 의해 제어된다.

오프셋과 같은, PN 코드 발생기(234)의 출력은 밴드 패스 필터(232)에 의해 처리되는 위성 신호들과의 상관을 위하

여 이른 상관기(240)로 인가된다. PN 코드 발생기(234)의 출력은 한 쌍의 1/2 칩 지연들(242,244)을 통과하여 늦은 

상관기(246)로 가해지는데, 그 각각의 다른 입력은 또한 밴드 패스 필터(232)의 출력에 의해 제공된다. 그 결과, 위성

신호들은 고정된 1 칩 지연와 두 지점에서 상관되거나, 또는 그들 사이의 간격에서 연관된다. 상기 상관 함수들은 파

워와 같은 상관 함수의 특성을 평가하는 검출기(detector)(248)에 가해진다. 일반적으로 동상(同相)과 직각위상(qua

drature phase) 성분을 포함하는 복소수인, 상관 함수의 다른 값들 또는 특성들은 진폭 측정을 포함하는 승수(거듭제

곱) 측정을 대신하여 사용될 수 있다.

종래의 기술에 따라, 이른 그리고 늦은 상관 함수들의 진폭와 승수가 고정된 관계로 유지되도록 조정가능 지연(236)

의 타임 오프셋을 조절하는 것에 의해 디엘엘이 코드 추적에 사용된다. 바람직한 실시예에서는, 이른 그리고 늦은 상

관 함수들의 파워는, 이 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코드 위상 타임 오프셋을 조절하는 코드 위상 에러 시스템(250)에 의

해 같게 유지된다. 코드 추적은 그때에 수행되고 위성들로부터의 코드의 실제 도착 시간은 이른 그리고 늦은 상관들의

파워가 같게 유지되면서 그들간의 한 칩 간격 내에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다시 도 17을 참조하면, 도 18의 디엘엘이 이른 그리고 늦은 상관 진폭들이 같도록 적절하게 코드 위상를 추적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 때는, 이른 그리고 늦은 상관(252,254)들의 상대적인 진폭이 피크(230)의 진폭의 절반이다. 즉

, 타임 위상 오프셋이 동일한 값의 상관 진폭들이 추적되도록 조정되는 때는, 이들 값들은, 도면에 프롬프트 상관(256

)으로 도시한 신호의 실제 도착 시간을, 시간상, 대칭적으로 둘러싼다. 달리 말하면, 직접 경로 신호를 위하여, 프롬프

트 상관(256)이 제로 타임 오프셋, 즉 코드의 정확한 도착 시간에 일어나도록 프롬프트 상관(256)이 이른 그리고 늦

은 상관들(252,254) 사이의 중간에서 일어나도록 야기된다. 도 17에 도시된 바와 같이, 프롬프트 상관(256)의 진폭은

1.0의 값이 주어지는 상대적인 진폭이다. 이른 그리고 늦은 상관들(252,254)의 진폭들은 동일한 값 0.5를 가진다.

도 18에 도시된 바와 같이, 프롬프트 상관이 이른 그리고 늦은 상관들 사이의 중간에서 일어나도록 하기 위하여서, 이

른 그리고 늦은 상관 사이의 1 칩 지연이 한 쌍의 1/2 칩 지연(242,244)들에 의해 제공된다.

1/2 칩 지연(242)의 출력은 프롬프트 상관기(240)로 가해져 검출기(248)에 의한 값 산출(estimating) 을 위하여, 이

른 상관기(240)으로부터 반 칩 오프셋인, 프롬프트 상관(256)을 생성한다. 1/2 칩 지연(244)의 입력은 1/2 칩 지연(2

42)에 의해 제공되고, 그러므로 늦은 상관기(246)에 가해지는 1/2 칩 지연(244)의 출력은 이른 상관기(240)로의 입

력으로부터 하나의 완전한 칩 오프셋만큼 분리된다. 검출기(248)들의 출력은 그때에 디엘엘을 완성하기 위하여 인가

된다.

다중 경로 왜곡은, 만약 존재한다면, 상기 프롬프트 상관이, 여기서는 코드 위상 잔류 에러로 기술된 에러에 의해, 위

성 신호의 실제 도착 시간으로부터 오프셋되게 한다. 프롬프트 상관과 실제 도착 시간 사이의 그 에러의 부호는, 선행

(leading) 또는 지연(lagging), 직접 및 다중 경로 신호들의 반송파 위상들 사이의 관계에 의존하는 것으로 결정되었

다. 직접 및 다중 경로 신호들의 반송파 위상들 사이의 위상 차이가 0°에 접근하면, 예로서 지연 다중 경로 상관 함수

(258)를 보인 바와 같이, 직접 및 다중 경로 신호들은 상관 곱의 상대적인 진폭을 증가시키면서 강화되는 경향이 있다

. 직접 및 다중 경로 신호들의 반송파 위상들 사이의 위상 차이가 180°에 접근하면, 예로서 선행 다중 경로 상관 함

수(260)을 보인 바와 같이, 직접 및 다중 경로 신호들은 상관 곱의 상대적인 진폭을 감소시키면서 상쇄되는(canc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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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이 있다.

더 중요하게는, 실제 도착 시간의 위치(location) 및 동등한 상관 진폭의 지점들(points) 사이의 관계도 또한 변한다. 

다중 경로가 없는 경우는, 위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고정된 지연만큼 분리된 이른 그리고 늦은 상관들의 동등 진폭 지

점들은 상관 피크, 즉 실제 도착 시간에 대해 대칭이어서, 정시의(punctual) 상관으로 추적되는 그 사이 중간에 있는 

지점이 사실상 코드의 실제 도착 시간이다.

그러나, 본 발명에 따르면, 다중 경로 간섭은, 강화(reinforcement)나 상쇄(cancellation)에 의해, 동등한 진폭의 이른

그리고 늦은 상관들의 지점들이 더 이상 상관 피크에 대해 대칭적이 아니도록 야기하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예를 들

어, 지연 다중 경로 상관 함수(258)를 조사하므로써 용이하게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동등한 진폭의 이른 그리고 늦은 

상관(252,254)들의 지점들은, 직접 경로 상관 함수(226)에서의 동등한 진폭의 이른 그리고 늦은 상관들의 지점들에 

비해 오른쪽으로, 즉 양(positive) 또는 늦은 지연쪽으로 편이된다.

이른 그리고 늦은 상관사이의 타임 오프셋에서의 중간 지점이 추적될 때에, 지연 다중 경로 상관 함수(258)를 위하여

서는, 지연 프롬프트 상관(262)은 직접 경로 프롬프트 상관(256)으로부터 다중 경로 강화 간섭 지연 에러(multipath r

einforcement interference lag error)(264)만큼 시간상 오프셋된다. 다시 말해, 지연 프롬프트 상관(262)은 직접 경

로 신호의 실제 도착 시간으로부터 양의(positive) 또는 지연되는 지연시간만큼 오프셋된다. 유사하게, 이른 그리고 

늦은 상관간의 타임 오프셋 내의 중간 지점이 추적될 때에, 선행하는(leading) 다중 경로 상관 함수(260)를 위하여서

는, 선행하는 프롬프트 상관(266)은 직접 경로 프롬프트 상관(256)으로부터 다중 경로 상쇄 간섭 선행 에러(multipat

h cancellation interference lead error)(268)만큼 시간상 오프셋된다. 다시 말해, 다중 경로 상쇄 간섭 선행 에러(2

68)는 직접 경로 신호의 실제 도착 시간으로부터 음의(negative) 또는 선행하는 지연되는 지연시간만큼 오프셋된다.

게다가, 이른, 프롬프트, 그리고 늦은 상관 생성물 진폭들 간의 관계가 다중 경로 간섭에 의해 변화된다. 지연되는 다

중 경로 상관 함수(258)를 조사하므로써 알 수 있듯이, 이른 그리고 늦은 상관 사이의 타임 오프셋 중간 지점이 추적

되는 때에, 지연 다중 경로 상관 함수(258)를 위하여서는, 지연 프롬프트 상관(262)이 직접 경로 프롬프트 상관(256)

보다 진폭이 크다. 지연 다중 경로 상관 함수(258)를 위한 이른 그리고 늦은 상관들(252,254)의 진폭들은 또한 직접 

경로 상관 함수(226)를 위한 것 보다 크다.

특히, 지연 프롬프트 진폭(270)은 1.0보다 크고 동등한 이른 및 늦은 지연 상관 진폭들(272)은 0.5보다 크다. 그러나,

조사에 의해 알 수 있고 시뮬레이션에 의해 보여질 수 있듯이, 동등한 이른, 늦은 지연 상관 진폭(272)은 지연 프롬프

트 진폭(270)의 절반보다 크다. 유사하게, 선행하는 프롬프트 진폭(270)은 1.0보다 작고 동등한 이른 및 늦은 선행하

는 상관 진폭들(276)은 0.5보다 크다. 게다가, 동등한 이른 및 늦은 선행하는 상관 진폭(276)은 선행하는 프롬프트 진

폭(274)의 절반보다 작다.

본 발명에 따르면, 이러한 관계들은 다중 경로 강화 간섭 지연 에러(264)와 다중 경로 상쇄 간섭 선행 에러(268) 오프

셋 에러의 부호와 진폭을 결정하는데 사용된 다. 도 18에 도시한 코드 위상 에러 시스템(250)은, 이른 상관기(240)와 

프롬프트 상관기(243) 및 늦은 상관기(246)로부터의 상관 곱의 상관 진폭들(또는 검출기(248)들에 의해 판명되는 다

른 특성들)을 입력으로 받는다.

만약 코드 위상 에러 시스템(250)이, 이른 그리고 늦은 상관들간의 중간에서 이루어지는 프롬프트 상관의 진폭이 동

등한 이른 및 늦은 상관들의 진폭의 두 배보다 작다고 판명하면, 그러면 다중 경로 강화 간섭 지연 에러(264)가 존재

한다. 만약 코드 위상 에러 시스템(250)이, 이른 그리고 늦은 상관들간의 중간에서 이루어지는 프롬프트 상관의 진폭

이 이른 및 늦은 상관들의 진폭의 두 배보다 크다고 판명하면, 그러면 다중 경로 상쇄 간섭 선행 에러(268)가 존재한

다.

그러나, 만약 코드 위상 에러 시스템(250)이, 이른 그리고 늦은 상관들간의 중간에서 이루어지는 프롬프트 상관의 진

폭이 이른 및 늦은 상관들의 진폭의 두 배와 같다고 판명하면, 그러면 어떠한 다중 경로 간섭 에러도 존재하지 않는다.

다시 말해, 다중 경로 간섭 에러의 존재가 발견될 수 있고, 만약 발견된다면 에러의 부호는 프롬프트 상관의 진폭의 

비율을 프롬프트 상관으로부터 대칭적으로 오프셋된 이른 및 늦은 상관들의 동등한 진폭들에 비교하는 것에 의해 결

정될 수 있다.

다중 경로 간섭 에러의 상대적인 크기는 몇 가지 다른 방법으로 평가될 수 있다. 직접 경로 신호에 대한 다중 경로 신

호의 상대적인 진폭에 따라, 그리고 그들 사이의 반송파 위상의 차이에 따라, -0.5와 같은, 적당한, 경험적으로 결정된

스케일 팩터(scale factor)에, 이른 및 늦은 상관 진폭들의 합을을 정시(punctual) 상관의 진폭으로 나눈 것 또는 이른

및 늦은 상관 진폭들의 제곱의 합의 제곱근을 정시(punctual) 상관의 진폭의 제곱으로 나눈 것을, 곱한 것이 대부분의

환경하에서 적합한 보정 팩터(correction factor)를 제공할 것이다.

달리 말하면, 다중 경로 지연이 1.5 PRN 칩보다 작을 때 다중 경로 에러의 효과를 줄이거나 없애기 위하여, (이른 + 

늦은) ÷ 정시 상관들의 진폭에 비례하도록 의사거리에 대한 계산 보정이 행해질 수 있다.

도 18에 도시한 바와 같이, 잔여 다중 경로 코드 위상 에러(278)를 위하여서는 세 가지의 용도가 있는데, 그것은 에러

의 평가된 진폭 부호를 모두 포함한다. 이 에러는, 의사거리을, 그리고 그리하여 코드 위상를 추적하는데 사용되는 디

엘엘의 동작을 변경함이 없이 위치 결정을, 계산적으로 정제하기(computationally refine)위하여, 수신기 프로세서(2

80)로 도시한, 수신기의 나머지 부분에서 단순히 사용될 수 있다.

또 다르게는, 또는 거기에 부속하여, 잔여 다중 경로 코드 위상 에러(278)는, 이른 상관기(240)의 오프셋을 제어하기 

위하여 PN 코드 발생기(234)의 타임 오프셋을 변경하는, 조정가능 지연(236)에 적용될 수 있다. 두 1/2 칩 지연(242,

244)들은 이른 상관기(240)로부터 늦은 상관기(246)까지의 거리(separation)를 그들 사이 중심에 위치하는 프롬프

트 상관기(243)와 하나의 완전한 칩 폭으로(at one full chip width) 유지한다. 이러한 방식으로, 프롬프트 상관기(24

3)가 보다 정확하게 직접 경로 신호의 도착 시간을 추적하도록 만들어 질 수 있다. 추가적으로, 예를 들어 코드 위상 

에러 시스템(250)에 의해 생성되는, 간격 제어 신호(separation control signal)(280)가, 코드의 실제 도착 시간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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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잘 추적하기 위하여, 프롬프트 상 관 주위의 대칭을, 그리고 이른 및 늦은 상관들의 간격(separation)을 좁히도록 

혹은 제어하도록 사용될 수 있다.

나아가, 잔여 다중 경로 코드 위상 에러(278)는, 예를 들어, 다중 경로 상쇄를 위하여 사용되는 간섭하는 다중 경로 신

호(들)의 합성된 모델(synthesized model)을 제공하거나 향상시키기 위하여 다중 경로 모델(282)에 사용될 수 있다. 

다중 경로 모델(282)에 의해 생성된 레플리카(relica)(284)는, 다중 경로 모델(282)에 가해지는 에러 신호(288)을 생

성하기 위하여 밴드 패스 필터(Band Pass Filter)(232)로부터 세트 포인트 입력(set point input)(287)으로 신호를 

받는 에러 보정 피드백 루프(error correcting feedback loop)(286)에 측정 입력(measurement input)으로 가해질 

수 있다. 에러 신호(288)는 레플리카(284)가 다중 경로 신호들의 정확한 반영(representation)일 때까지 수신된 신호

와 레플리카간의 임의의 차이를 감소시키기 위하여 레플리카를 제어하는데 사용된다. 그러면 다중 경로 모델(282)은,

가산기(summer)(292)에 의해 잔여 다중 경로 코드 위상 에러(278)에 합해져서, PN 코드 발생기(234)의 조정을 위한

추가 코드 위상 보정(290)을 제공할 수 있다.

간격 제어 신호(280)에 관하여 위에서 적시한 바와 같이, 개선된 추적을 위하여, 어떤 상황하에서는, 이른 상관기(240

)와 늦은 상관기(246) 사이의 간격 또는 타임 오프셋을 감소시키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다. 간격을 감소시키는 이러한

기술은 상관 함수의 피크를 스트래들링함으로써(by straddling) 다중 경로 간섭으로부터의 잔여 에러를 최소화하기 

위한 시도로 또한 사용되어 왔다. 도 17을 조사하는 것으로부터 상관 함수의 피크는, 피크(230)의 양측에서 비교적 

가파른 경사가 있어 피 크가 더 쉽게 구별되도록 하기 때문에, 직접 경로 상관 함수(226)를 스트래들링함으로써 선택

하기가 가장 쉽다는 것이 주의되어야 한다.

이른 및 늦은 상관들 사이의 간격이 다중 경로의 존재시에는 감소되므로, 적어도 피크의 양쪽 중 일측은 덜 가파르게 

된다. 예를 들어, 지연되는 다중 경로 상관 함수(258)의 지연 에지의 경사는 실질적으로 그것의 선행 에지보다 덜 가

파르다. 유사하게, 선행하는 다중 경로 상관 함수(260)의 선행 에지의 경사는 또한 그것의 지연 에지의 경사보다 덜 

가파르다. 피크와 프롬프트 상관의 근방에서 경사가 덜 가파르게 될수록, 피크를 찾아내거나 스트래들링하는 것이 더

어려워지고, 특히 노이즈가 있는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본 발명의 하나의 실시예에 따라, 추적 목적으로 간격을 감

소시키기 전에 다중 경로 효과들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에러의 부호와 진폭이 먼저 결정될 수 있다.

두 개의 상관 피크들이 상쇄 간섭에 의해 생성된다는 것이 도 17로부터 주목되어야 한다. 비록 우연히 잘못된 피크를 

추적하는 것이 없지 않아 가능하겠으나, 디엘엘이 올바른 피크를 추적하도록 하기 위하여서는 단지 다른, 더 이른 그

리고 아마도 더 큰 상관 피크가 작은 간격 내에 존재하는 지를 결정하는 것만이 필요하다.

다중 경로 에러의 정확한 평가(assessment)를 제공하기 위하여서는, 노이즈로 인한 베이스 라인(baseline)이 제거되

어야 한다. 이제 도 3을 참조하면, 본 발명은 배타적 NOR 게이트 상관기(74)등의 비교적 많은 수의 상관기를 사용하

는 결과, 노이즈에 기인하는 베이스라인의 편리하고 정확한 평가를 허용한다. 특히, 프롬프트 탭(prompt tap)보다 실

질적인 더 이른 상관 시간 또는 지연에 있는 상관(74)이 노 이즈에 기인하는 베이스라인을 평가하는데 사용될 수 있

다. 이러한 방식으로, 노이즈는, 희망하는 신호와의 어떠한 상관에 의한 간섭이 없이, 결정될 수 있다.

도 19는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 따라 구성된 GPS 수신기(receiver)(310)의 블록 개략도이다. 전통적인 전방위(om

ni-directional), 반 반구형(half-hemispherical) GPS 안테나(312)는 미도시된 복수개의 GPS 송신기로부터 PRN 인

코딩된 신호들(PRN encoded signals)을 수신한다. 수신된 신호들은 다중 경로 신호들을 포함하거나 포함하지 않는

데, 이러한 다중 경로 신호가 존재하면 본 발명에 따른 GPS 수신기(310)의 작동에 의해 상쇄되게(be canceled) 된다.

도 19에 도시된 GPS 수신기(310)의 특정한 실행(implementation)에서는, 수신기 프론트 엔드(receiver front end)(

314)에서, 신호들은 수신되고, 하향변환되고, 밴드패스 필터링되고 그리고 추가적인 처리를 위하여 디지털 신호들로 

변환된다. 이 프론트 엔드(314)의 특정한 실행은 본 발명의 수신기에서 특히 잘 동작하나, 많은 다른 프론트 엔드 구

성들이 본 발명과 더불어 잘 사용될 수 있다.

특히, 프론트 엔드(314)내에서는, 전방향 GPS 안테나(312)에 의해 수신된 신호들이 RF 수신기(316)로 가해지고, 그 

다음에 그 신호들은 LO 주파수 신디사이저(320)에 의해 생성된 알려진 국부 발진기(LO) 신호와 믹싱됨으로써 믹서(

318)에서 하향변환된다. 그 다음에는, 상기 하향변환된 신호들이 중간주파수 처리기(322)에서 처리되고 밴드 패스 

필터(BPF)(324)에서 필터링된다. 그 하향변환되고 밴드패스 필터링된 수신 신호들은 최종적으로 아날로그 디지털 

변환기(ADC)(326)에서 디지털 신호들로 변환되어 수신된 신호의 디지털화 버전(digitized version)(328)을 생성한

다. 도 19에서 디지털화 버전(328)을 위하여 사용된 2중선들(double lines)은 그 안에 포함된 신호 정보가 복소값을 

갖는다는 것을 나타낸다. 알려진 직접 변환 기술들이 또한 사용될 수 있다는 것도 또한 주목되어야 한다.

ADC(326)는 주파수 신디사이저(320)로부터의 샘플 클록(Sample Clock)(321)에 의해, GPS 수신기에 의해 송신된 

신호들이 인코딩되는(be encoded) 칩 율(chip rate)보다는 일반적으로 빠른, 특정한 율로 제어된다. 이 특정한 실시

예에서는, 샘플 클록(321)이 칩 율보다 32 배 빠르게 동작하고 ADC(326)에 가해져서 각각의 칩의 각각의 1/32에 관

련되는 정보들이 결정될 수 있게 된다.

수신 신호의 디지털화 버전(328)은 반송파 추적 루프(Carrier Tracking Loop)(330)에 가해지는데, 그것은 위상 회

전기(336)의 출력에 추적 루프 원 측정 신호(tracking loop raw measurement signal)(334)를 제공함에 의해, 아울

러 상쇄 감산기(cancellation subtractor)(332)를 추가함에 의해 수정되는 종래의 반송파 추적 루프일 수 있다. 반송

파 추적 루프(330)의 작동은, 이하에서, 코딩되지 않은 레플리카 신호 신디사이저(338)의 작동의 상세를 설명한 후 

더욱 상세하게 설명될 것이다.

상쇄 감산기(332)내의 다중 경로 신호의 상쇄를 위한 반송파 추적 루프(330)내에서, 레플리카 신호 신디사이저(338)

가 위상 추적 에러(340)을 상쇄 감산기(332)에 제공한다. 도 19에 도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PRN 발생기(342), 코더 

NCO(344) 및 다른 요소와 같은 요소들도 GPS 수신기(310)의 다른 부분 내에서 사용되기 위하여 존재하기 때문에 

레플리카 신호 신디사이저(338) 내에 포함되어 있는 구성 요소는 어느 정도 제멋대로 포함되어 있다. 본 발명의 더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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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 설명을 위하여, 레플리카 신호 신디사이저(338)내부에서의 이러한 요소의 작동을 설명한다.

레플리카 신호 신디사이저(338)의 주된 동작은, 가산기(348) 및 2진 시프트 레지스터(350)을 포함하는 유한 임펄스 

반응(Finite Impulse Response, FIR) 필터(346)에 의하여 수행된다. 도 19에 도시된 바람직한 실시예에서는, 다중 

경로 상쇄를 위한 때에 신호의 약 1.5 C/A 코드 칩 폭을 구하기 위하여, 48 채널 가산기(348) 및 48 채널 2진 시프트 

레지스터(350)가 선택된다. 즉, 샘플 클록(321)이 48 샘플이 약 1.5 C/A 코드 칩을 캡쳐(capture)하도록 32회 동안 

C/A 코드 칩 폭을 결정한다. 예를 들면, 다중 경로로부터 기인되는 1 또는 1/2정도보다 큰 부정확성은 예를 들면, 종

래의 기술을 사용하는 GPS 수신기에서 일반적으로 다른 경우로 취급된다.

2진 시프트 레지스터(350) 및 가산기(348) 사이의 각 채널에 있는 48 스위치(352)의 시리즈는 이하에서 상세히 설명

될 바와 같이, 48 채널 에러신호(354)의 시리즈를 대응되는 가산기(348)의 채널로 공급하기 위한 2진 시프트 레지스

터(350)의 채널에 의하여 제어된다.

수신된 신호의 디지털화된 버전(328) 내에서의 인코딩된 PRN 변조의 1.5 칩 정도를 나타내는, 샘플 클록(clock; 321

)으로부터의 48 펄스가 진행하는 동안, 당해 위성을 위한 위성 특정 PRN 코드(343)가 2진 시프트 레지스터(350)로 

인가된다. 위성 특정 PRN 코드(343)는 코더 서브 시스템(337)에서 하나의 예시로 도시된 바와 같이, 위성 특정 코드 

수치 제어 오실레이터(NCO)의 출력을 일반적인 PRN 코드 발생기(342)로 클로킹(clocking)함으로써, 종래의 방식에

의하여 발생할 수 있다. 각각 의 PRN 코드 펄스의 선단이 2진 시프트 레지스터(350)의 스테이지 1로 인가되고, 나머

지 스테이지는 위에서 언급한 1.5 칩 샘플의 나머지를 포함하도록, 샘플 클록(sample clock; 321)의 제어아래서 각각

의 위성 특정 PRN 코드(343) 2진 시프트 레지스터(350)으로 인가된다.

스테이지 1 또는 2로부터의 계산에 의하여 2진 시프트 레지스터(350)로 위성 특정 PRN 코드가 인가됨으로써 도출되

는 정확한 PRN 코드(345)가 반송파 추적 루프(330)로 인가되어, 아래에서 반송파 추적 루프(330)과 관련하여 상세

하게 설명할 바와 같이, 동위상(in phase) 또는 I 성분를 발생한다. 코더 서브 시스템(337) 또한, 아래에서 상세히 설

명될 바와 같이, 레플리카 신호 신디사이저(338)로부터 코드 추적 에러 신호(41)를 발생시킨다.

48채널 에러 신호(354)는 2진 시프트 레지스터(350)로부터의 대응 출력과 관련됨으로써, 복합 에러 신호(356)로부

터 도출되며, 세트 포인트 신호(362)에 더 근사하도록, 즉, 더 매치되어 수신된 신호를 상쇄시키도록 측정 신호(364)

를 조정함으로써, 복합 에러 신호(356)의 크기를 감소시키려는 경향을 가지게 하는 방식으로, 채널 게인/신호 조절 시

스템(355)에서 개별적으로 가중되고 집적된다. 도 19에 도시된 바와 같이, 바람직한 실시예에서는, 복합 형식의 최소

평균 자승(least mean square; LMS) 근사 알고리즘이 사용될 수 있으나, 다른 다양한 공지의 근사기술이 이용될 수 

있다. 에러 추적 루프는 측정 신호(364)가 세트 포인트 신호(362)와 동일하게 되도록 복합 에러 신호(356)를 가중하

고 조절한다.

세트 포인트 신호(362)는 유지되어야 하는 세트 포인트 신호로서 추적 루프 감산기(360)로 인가되고 수신된 신호의 

디지털화된 버전(328)으로부터 도출되는 동시에, 측정 신호(364)는 수신된 신호의 레플리카(replica)를 나타내는 레

플리카 신호 신디사이저(338)내의 가산기(summer, 348)의 출력이 된다. 복합 에러 신호가 제로값인 것은 측정신호(

364)가 세트 포인트 신호(362)와 동일하여야 함을 나타낸다.

세트 포인트 신호(362)는, 반송파 추적 루프(330)내의 위상 회전기(336)에 의한 위상 회전 및 뒤이은 도 19에서 항법

(Nav) 데이터 비트(368)에 도시된 바와 같이, 각각의 위성 전송기의 C/A신호에 인가되는 초당 50비트(bps)의 항법 

변조의 측정 또는 예측값으로 곱하여 짐으로써, 데이터 비트 복조 수신된 신호의 디지털화된 버전(328)으로부터 도출

된다. C/A코드 변조가 직접적으로 추적되도록 항법 변조의 효과를 제거할 필요가 있다. 50bps에서의 이중-위상(bi-

phase)항법 메시지 변조는 도 19에 도시되 바와 같이, 데이터 비트 승산기(370)내의 원 측정 신호(334)로부터 변조

를 제거하거나, 또는 도 20과 관련하여 아래에서 상세히 설명될 바와 같이, 변조를 위성 특정 PRN코드(343)에 모드-

2(mod-2) 가산함으로써 제거될 수 있다.

도 19를 참고하면, 작동중에, 데이터 메시지 및 항법 데이터 비트(368)는 이미 알려져 있다. 이러한 데이터 메시지는 

일반적으로 매우 신속하게 변화하지 않는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데이터 비트는 데이터 비트 승산기(370)에서 항법

데이터 비트(368)에 원 측정신호(334)를 곱함으로써 원 측정 신호(334)로부터 제거될 수 있다. 완전한 데이터 메시

지가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은 경우에도, 처리되는 신호의 비트 비율에 비하여 메시지가 매우 느리게 변화하기 때문에

메시지의 일부분은 알려지거나 예측될 수 있다. 이어지는 정보의 형태를 나타내는 헤더 또는 프로토콜 정보, 즉 시간 

및 날짜 정보를 위한 헤더(header)와 같은 항법 메시지 내의 위치가 알려지고 이용된다. 취소를 위한 다중 경로 신호

를 적절하게 모델링하기 위하여서는 데이터 메시지에 대하여 아는 것으로 충분하다.

도 20에서는, 데이터 비트 메시지가 현재 알려져 있지 않은 경우에는, 도시되어 있는 복조 또는 다른 편리한 양식에 

의하여 데이터 비트 메시지가 예측될 수 있다. 예를 들면, 정확한 PRN 코드(345)에 대한 반송파 추적 루프(330)내의 

정확한 또는 정기적인 상관관계와 관련되어 있는 코스타스 루프 복조의 동위상 또는 I-성분(372)이 50bps 항법 데이

터 비트의 각 20ms 주기동안 적분됨으로써, 그 데이터 비트를 위한 극성 및 1 또는 0의 이진 진폭이 나타난다. 도 20

에 도시된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르면, 동위상 또는 I-성분(372)은 20ms 적분기 또는 디지타이저(374)로 공급되어, 

수신된 GPS C/A 코드와 동기된다. 이러한 동기화는 20ms 적분기 또는 디지타이저(374) 내에서의 적분을 데이터 비

트 타이밍 신호(376)와 클로킹하거나, 다른 어떠한 편리한 방식에 의하여 수행될 수 있다.

바람직한 실시예에서는, 반송파 추적 루프(330)의 코스터 루프내의 I 및 Q신호경로 모두에 포함되어 있는 적분기(37

3, 도 20에 도시)는 미리 적어도 20ms의 적분을 제공함으로써, 20ms 적분기 또는 디지타이저(374)에서의 추가적인 

적분은 필요하지 않다. 적분기(373)에 의하여 제공되는 적분이 20ms보다 작은 경우에는, 20ms 적분시간이 20ms 적

분기 또는 디지타이저(374)에 의하여 제공된다.

20ms 적분기 또는 디지타이저(374)의 출력은 복조된 데이터 비트(378)의 형태를 하고 있다. 데이터 비트의 개시를 

표시하는 C/A 코드 변조의 1ms 반복에 대한 시간 모호성(ambiguity)이 알려진 어떠한 편리한 방식에 의하여 분석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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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그러나, 20ms 적분기 또는 디지타이저(374)에 의하여 제공되는 데이터 비트 정보에 대한 예측은 50bps 항법 데이터

변조의 20ms 존속시간의 종료때까지는 가능하지 않다. 이러한 20ms 지연(lag)은 레플리카 신호 신디사이저(338)로 

사용되는 복합 LMS 피드백 적응기와 같은 많은 레플리카 신디사이저에 있어서 허용가능하다. 복조된 데이터 비트(3

78) 예측 지연 문제에 대한 훌륭하지만 단순한 해결책은 한 쌍의 레플리카 신호 신디사이저 중 하나에 있어서의 항법 

데이터 비트(368)을 위한 두가지 가능한 값 각각을 사용하고, 20ms 주기의 종료시점에서 결정된 신디사이저로부터

의 신디사이저 출력을 선택하여, 보정된 비트 값을 사용하는 것이다.

도 20에 도시된 바와 같이, 이러한 접근의 한 실행방법은, 반송파 추적 루프(330)로부터의 원 측정 신호(334) 및 특정

PRN 코드(343) 양자 모두가, 제 1 FIR(346a) 및 제 2 FIR(346b)로 병렬로 공급하는 것이다. 세트 포인트 신호(362)

를 형성하기 위하여 항법 메시지 비트를 원 측정 신호(334)로부터 제거하는 다른 방법으로서, 코드가 제 2 FIR(346b)

로 공급되기 이전에, 인버터(347)내에서 항법 메시지 변조에 기인하는 180°회전 가능 위상 시프트를 나타내기 위하

여, 데이터 비트가 위성 특정 PRN 코드(343)에 모드-2 가산된다.

특히, 비트=0의 예측된 데이터 비트값은 위성 특정 PRN코드(343)를 제 1 FIR(364a)내의 제 1의 2진 시프트 레지스

터(350a)로 공급함으로써 수행된다. 제 1 레플리카 신호 신디사이저(338a)는 제 1 의 2진 시프트 레지스터(350a)에 

대응하여 가산기(summer, 348a)내의 측정 신호(364)를 합성하기 위한 복합 LMS 추적 알고리 즘(339a)를 사용하는

제 1 FIR(346a)을 포함한다. 비트=0의 예측 데이터 비트는, 위성 특정 PRN 코드(343)를 제 1 의 2진 시프트 레지스

터(350a)로 직접 공급함으로써, 제 1 FIR(346a)내의 제 1 의 2진 시프트 레지스터(350a)로 공급된다. 복합 LMS 추

적 알고리즘(339a)의 출력은 제 1 FIR(346a)의 최초 두 개의 시간분할의 가중치를 나타내는 h 1 및 h 2 를 포함한다.

비트=1의 예측된 데이터 비트값은, 인버터(347)을 통하여 위성 특정 PRN 코드(343)를 제 2 이진 시프트 레지스터(3

50b)로 공급함으로써, 제 2 FIR(346b)내의 제 2 이진 시프트 레지스터(350b)로 공급된다. 제 2 이진 시프트 레지스

터(350b)에 대응하여 제 2 FIR(346b)의 가산기(338b)내에 측정 신호(364b)를 합성하기 위하여, FIR(346b)는 복합 

LMS 추적 알고리즘(339b)을 이용한다. 복합 LMS 추적 알고리즘(339b)의 출력은 제 2 FIR(346b)의 최초 두 개의 시

간분할의 가중치를 나타내는 h 1b 및 h 2b 를 포함한다.

20ms의 적분시간의 종료시점에서 1 또는 0의 예측된 항법 데이터 비트 변조값이 올바른지를 결정하기 위하여, 제 1 

FIR(346a)로부터의 h 1a 및 h 2a 및 FIR(346)으로부터의 h 1b 및 h 2b 와 함께, 항법 테이터 메시지 변조의 실제값이

20ms 적분기 및 디지타이저(374)로부터의 복조된 데이트 비트(378)에 의하여 비트 비교기 및 데어터 스위치(382)로

공급된다. 실제 데이터 비트가 비트=0의 데이터 비트값을 가지는 경우, 즉 위상 시프트가 없는 경우에는, 비트 비교기

및 데이터 스위치(382)는 제 1 FIR(346a)로부터의 h 1a 및 h 2a 를 h 1 및 h 2 으로서 코더 서브-시스템(337)로 공

급한다. 또한, 제 2 FIR(346b)내의 h 1b 내지 h48b가 제 1 FIR(346a)내의 h 1a 내지 h48a로 대체된다. 그러나, 복조

된 데이터 비트(378)가 배트=1의 데이트 비트값을 나타내는 경우에는, 비트 비교기 및 데이터 스위치(382)가 제 2 FI

R(346b)로부터의 h 1b 및 h 2b 를 h 1 및 h 2 으로서 코더 서브-시스템(337)로 공급한다. 또한, 제 1 FIR(346a)내의

h 1a 내지 h48a가 제 2 FIR(346b)내의 h 1b 내지 h48b로 대체된다. 이러한 방식으로, 항법 데이터 비트 변조가 미리

알려져 있지 않은 경우에도, 시스템이 매 20ms마다 갱신된다.

도 19를 다시 상세하게 참고하여, 코더 서브-시스템(337)내의 h 1 및 h 2 의 이용을 이하에서 상세하게 설명한다. 전

술한 바와 같이, 이들 두 개의 값은 다중 경로 효과를 포함하는 수신된 대로의 신호에 대한 성공적인 반복에 사용되는

최초 두 개의 시간 주기동안의 가중치를 나타낸다. h 1 및 h 2 는 아크탄젠트 컨버터(386)에 으하여 위상 추적 에러(

340)으로 변환되기 위하여 가산기(384)에서 결합되고, 변환된 위상 추적 에러(340)는 후에 코더 서브-시스템(337)

에 의하여 반송파 추적 루프(330)로 공급된다.

또한, h 1 및 h 2 의 크기는, 코더 NCO(344)를 구동하는 코드 루프 필터(392)에 사용되는 코드 추적 에러 신호(41)

를 발생시키기 위하여 감산기(390)에서 감산되도록 2승기(squarer)(또는 다른 절대치)에서 제곱된다. 예측된 반송파

위상(379)이 반송 파 추적 루프(330)에 의하여 생성되고, PRN 코드 발생기(342)를 구동하고 예측된 코드 위상(398)

을 발생시키는 코더 NCO(344)에 공급되기 이전에, 가산기(396)내의 코드 루프 필터(392)의 출력과 결합하기 위하여

1540 스케일러(394)에 의하여 분할되어 PRN 칩 코드와 스케일이 맞추어짐으로써, 자동차와 같은 움직이는 플랫홈

을 위한 동적 보조용으로 사용될 수 있다.

필요한 위치 정보를 도출하기 위하여, 예측된 반송파 위상(379) 및 예측된 코드 위상(398)이, 도 19에 도시된 프로세

서(29)와 같은 종래의 GPS 데이터 공정내에서 이용된다.

도 19의 데이터 비트 승산기(370)를 다시 참고하면, 세트 포인트 신호(362)를 형성하기 위하여 원 측정 신호(334)로

부터 항법 데이터 비트 변조를 제거하는 하나의 장점은, 항법 데이터 변조가 알려져 있지 않을 때에는, 2진 시프트 레

지스트(350)를 반복할 필요가 있다는 것에 관련이 있다. 다른 접근방법에서는, 예를 들면 FIR(346)에 공급되는 위성 

특정 PRN 코드(343)를 적절하게 인버팅(inverting) 함으로써, 항법 데이터 비트 변조를 측정 신호(364)에 더하는 것

이다. 즉, 항법 메시지의 두 개의 가능한 데이터 비트 변조값이 반드시 테스트되어야 하는 때에는, 도 19에 도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FIR(346)의 데이터 비트 승산기(370)내에서 (FIR)필터(346)으로부터 항법 데이터 비트(368)를 제거

함으로써 단일의 2진 시프트 레지스터(350)에 의하여 구동되는 병렬 FIR(346)의 반복이 가능하게 된다. 이러한 형상

은 아래의 도 21에 도시되어 있다.

도 20에 도시된 바와 같이, 두 개의 가능한 항법 메시지가 한 쌍의 FIR(346)중 하 나를 인버팅시킴으로써 발생되는 

형태내에서의 항법 메시지 데이터를 위한 테스트는 이중의 2진 시프트 레지스터(350a, 350b)가 필요하다. 따라서 FI

R(346)으로의 공급 이전에 항법 메시지를 제거함으로써, 2진 시프트 레지스터(350b)에 의하여 병렬시스템에서의 성

분수를 감소시킬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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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21을 참고로 하면, 도 19에 도시된 바와 같은 방식으로 데이터 비트 승산기(370)에 의하여 항법 데이트 비트(368)

가 제거된 원 측정 신호(334)를 형성하기 위하여, 위상 회전기(336)에 의한 위상회전을 위하여, 수신된 신호의 디지

털화된 버전(328)이 반송파 추적 루프(330)로 인가된다. 원 측정 신호(334)는 그 다음으로 배트=0의 항법 데이터 비

트 변조를 나타내기 위하여 제 1 레플리카 신호 신디사이저(338a)로 공급된다. 결과적인 세트 포인트 신호(362)는 제

2 레플리카 신호 신디사이저(338b)로의 공급을 위하여 비트=1의 항법 데이터 비트 변조를 나타낸다. 도 20에 도시되

어 있는 형상과는 반대로, 제 1 FIR(346a) 및 제 2 FIR(346b) 모두가 단일의 2진 시프트 레지스터(350)에 의하여 구

동되고, 그의 출력이 양 필터로 병렬로 공급된다는 사실을 주목하는 것이 중요하다. 복합 LMS 추적 알고리즘(339a)

은 2진 시프트 레지스터(350)를 경유하여 즉각적인 코드 신호 위성 특정 PRN코드(343)을 수신하고, 정확한 PRN코

드(345)를 반송파 추적 루프(330)로 공급한다.

에러 추적 루프의 나머지 출력은, 필터 출력중에 어느 것이 h 1 및 h 2 로서 코더 서브-시스템(37)로 공급될 지를 결

정하기 위하여, 비트 비교기 및 스위치(382)내에 서 적분기 및 디지타이저(374)로부터의 복조된 데이터비트(378)와 

비교되는 제 1 FIR(346a)로부터의 h 1a 및 h 2a 및 제 2 FIR(346b)로부터의 h 1b 및 h 2b 이 된다. 도 21에 의한 실

시예의 작동은 도 20의 그것과 아주 유사하지만, 항법 데이터 비트 변조가 위성특정 PRN코드에 가산되기 보다는 원 

측정 신호(334)로부터 제거된다는 점이 다르다. 도 21과 전술한 설명에서와 같이, 이러한 형상의 유익한 결과중 하나

는 도 20에 도시된 형상에서와 같이 제 1 이진 시프트 레지스터(350a) 및 제 2 이진 시프트 레지스터(350b) 대신 하

나의 이진 시프트 레지스터(350)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도 19 내지 21에 도시된 실시예의 작동을 살펴보면, 실질적인 다중 경로 에러를 포함하고 있을, 수신된 신호로부터 

도출된 항법 데이터 비트 변조는 전형적인 수신기의 작동을 실질적으로 쇠퇴시키지 않는다. 특히, 전형적인 수신기는

항법 데이터 비트의 50bps 데이터 비율에서, 38dB-Hz, E b /N 0 = 21dB의 신호 레벨에서 작동하는 것으로 가정된

다. 여기에서, E b 는 비트당 에너지를 나타내고, N 0 는 헤르쯔당 와트를 나타낸다. 약 E b /N 0 = 7dB에서 비트 에

러율은 10 -3 이 될 것이다. 따라서, 정확한 상관관계는 시뮬레이션에 의하여 검증되는 바와 같이, 에러를 데이터 비

트 예측치에 두드러지게 도입하지 않고도 다중 경로에 의하여 심하게 성능이 저하된다. 다시 말하면, 상대적으로 큰 

신호 및 항법 데이터 비트의 예측치와 실제값 사이의 신호 에러율은 항법 데이터 비트의 다중 경로 에러가 수신 신호 

처리에 크게 영향을 미치 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발명의 소거 진입 동작의 수학적인 분석을 위하여, 수신 신호는 K 다중 경로 성분을 가지고, 반송파 상에서의 크기

및 위상의 복소 표현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모델링된다.

s(t)=b(t)ak ejamp;phgr;k PN(t-tk)=b(t)ak PN(t-tk) (1)

각각의 다중 경로 성분에 있어서, τ는 PRN 칩에서의 지연, a는 크기, φ는 반송파 위상이, 수학적인 편의성을 위하여

, 크기 및 위상은 하나의 복소수 α로 결합될 수 있다. 직접성분은 α 0 에 해당되고, 그의 도착시간과 위상이 항법을 

위하여 필요한 측정이다. 대충 하나의 PRN 칩보다 작게 지연된 다중 경로 성분(component)이 식(1)에서 중요한 부

분인데, 이는 PRN코드가 더 긴 다중 경로 지연의 경우에는 상관관계가 없기 때문이다.

도 19에 도시된 바와 같이, 알려진 PRN 코드를 이진 시프트 레지스터내로 도입함으로써, 일반적인 예측치(est(t))가 

합성된다.

est(t)=hm PN(t-t-mT) (2)

여기서, T는 PRN 칩내에서 간격을 두고 있는 계획시간(design time spacing in PRN chips)이고, h m 은 결정되어야

할 복소수이다. h m 대 mT의 도표는 수신기의 다중 경로 프로파일 예측치가 이상적으로는 실제 프로파일과 매치된

다. h m 값은 '탭 가중치(tap weight)'라 불리고, T는 탭 간격이다. 도 19의 시프트 레지스터는 매 T를 시프트한다.

다중 경로에 의하여 왜곡된 것과 같이 입력신호를 정확하게 모델링하기 위하여, 식(2)의 τ를 식(1)의 τ 0 로 접근하

게 만든다. 수신기 처리는 다음식의 평균 자승값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τ 및 h m 을 조정한다.

e=be(t)[s(t)+n(t)]-est(t) (3)

여기서, b e (t)는 데이터 비트의 예측치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데이터 비트가 효과적으로 제거된다. 그 다음으로, h 

m 을 조정하기 위한 간단한 접근방법은 원하는 결과에 대한 가중된 합산값의 평균자승에러를 최소화하기 위한 공지

의 복합 LMS 알고리즘이다. 식(3)에서, s(t)는 원하는 결과이고, ε는 복소 에러이다. 현재 태스크에 적용하면, 복합 L

MS 알고리즘은 피드백 적응에 의하여 설명된다.

amp;Delta;hm=gPN*(t-mT)e (4)

윗 식은 평균 자승 에러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각각의 h m 값을 조절한다. 게인상수 g는 적응의 시간상수를 설정한다.

작은 g값은 노이즈에 의한 에러를 감소시키고, 피드백 루프의 안정성을 보장한다. 식(4)는 일반적으로 PRN코드의 복

소 공액이 측정되어야 함을 보여주지만, PRN(t)가 실수(±1값)인 본 응용에서는 불필요하다.

τ값은, 빠르고 늦은 상관 승수(power)를 미분하거나(지연-로크 추적), 초기-후기 상관관계와 정확한 상관관계 사이

의 내적을 형성(내적 추적)함으로써 수신기가 일반적인 추적을 할 때, h m 값의 가장 빠른 중요치를 결정함으로써 예

측될 수 있다. 이러한 접근은 일반적인 PRN 추적에 보정을 제공하는 것으로서, 다중 경로 프로파일 예측에 대한 계산

을 검사한다.

본 발명에 따른 예측치 α에 대한 대안적이고 바람직한 접근을 설명한다. 우선 다중 경로는 없고, 오직 직접성분만 있

다고 가정한다. 이상적으로는, 다중 경로 프로파일 예측에서 오직 하나의 h m 이 0이 아니다; 그러나, 제한적인 수신

기 대역폭 때문에 다중 경로 프로파일 예측은 실제로 0이 아닌 폭을 가진다. 따라서, τ를 조절하기 위한 복귀력은 두 

개의 인접하는 h m 값을 미분함으로써 구할 수 있다. 예를 들면;

트래킹복귀력=12 - 22 (5)

실제로, 직접성분이 다중 경로 프로파일 예측의 가장 빠른 두 개의 인접 탭 사이의 값으로 떨어질 수 있도록, 추적 0으

로 향하는 이러한 추적 방법에 의하여, τ가 조절된다. (식(5)에 사용된 두 개의 인접하는 탭을 다중 경로 프로파일 예



등록특허  10-0459834

- 30 -

측의 약간 후방에 위치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 다음으로, τ를 위한 추적 루프는 식(5)의 복귀력을 추적 0으로 향

하게 하도록 폐쇄될 수 있다.

이제 다중 경로 성분이 갑자기 나타났다고 가정한다. 다중 경로 프로파일을 예측하기 위한 LMS 피드백 적응이 m>2

에 대한 다른 h m 값이 0이 아닌 값을 나타내도록 하지만, 이상적으로는 h 1 및 h 2 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 따라서, 

이상적으로는, τ가 눈에 띄는 에러없이 계속하여 추적된다.

전술한 바와 같이 τ를 추적할 때, 직접성분의 반송파위상은 복소수 h 1 및 h 2 값에 포함되어 있다. 직접성분이 이들

두 값 사이에 해당되기 때문에, 반송파 위상의 예 측이 h 1 + h 2 의 위상으로 주어진다.

반송파 추적의 실제적인 관심사는 차량이 운동하는 동안에도 추적이 가능한가이다. 이러한 이유로, 도 19는 운동의 

표준 코스타스 루프 추적을 위한 에러를 계산하는 데 사용되는 I 및 Q 성분을 발생시키기 위한 통상의 정확한 상관관

계를 나타낸다. 직접성분을 위하여 h 1 및 h 2 으로부터 결정되는 반송파 위상이 코스타스 에러로부터 감산되고, 코

스타스 루프가 직접 성분의 예측된 위상을 추적한다.

예측된 반송파 위상은, 1540 스케일러(394)에 의하여 나뉘어져, 1540으로 스케일링되며, 이는 PRN 칩 비율에 대한 

반송파 주파수의 비를 나타내며, 예측된 반송파 위상이 코드 루프로부터 운동의 효과를 제거하기 위하여 코더 NCO(3

44) 내에서의 코드 추적으로 도입된다.

도 22에서는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의 작동이 도시되고, 약 1.5 C/A 코드 칩보다 큰 지연에서의 다중 경로 에러가 검

출되고 보정된다. 긴 지연, 비간섭 다중 경로 신호 에러(약 1.5 칩보다 큰 지연)의 보정을 위한 이러한 기술은, 도 17, 

18, 19 내지 21에 도시된 바와 같이, 짧은 지연, 구조적 또는 비구조적으로 간섭하는 다중 경로 신호 에러(즉, 약 1.5 

칩보다 작은 지연)를 위한 기술과 결합되어 사용되거나, 단독으로 사용될 수 있다.

도시환경 또는 물체를 차단하고 반사시키는 실질적인 잠재신호가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GPS 및 다른 확산 스펙트럼

수신기가 종종 반사된 다중 경로 신호를 자동추적하거나 트랙한다. 송신기로부터의 직접 경로 신호가 차단되었을 때 

다중 경로 신 호의 추적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직접 경로 신호가 나중에 이용가능하게 되는 경우에도 다중 경로 신호

의 추적이 종종 계속될 수 있고, 따라서 잠재적으로 중요한 항법 정보를 잃게 된다.

이러한 다중 경로에 대한 문제는, 위성의 운동으로 인하여 입사 신호의 각도가 변화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송신기에

인접하는 검은 아스팔트 주차지역으로부터의 반사의 결과로서 다른 GPS 송신기를 위하여 선택된 영역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

직접 경로 신호가 그 후에 이용가능하게 된다면, 수신기로 하여금 직접 경로 신호를 자동추적(lock onto)하고 트랙킹

된 반사 신호를 무시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위하여, 직접경로 및 다중 경로 반사신호가 서로 용이하게 구

별될 수 있어야 한다. 도 22에 도시된 실시예의 작동에 있어서는, 신속한 취득을 제공하기 위하여 각 위성을 위한 입

사신호를 추적하는데 사용되는 보통 정도의 상관기(correlator)보다 많은 상관기를, 추적된 신호가 후에 도착한 다중 

경로 신호가 아니라 실제의 직접신호라는 사실을 검증하는 데 사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추적되지 않은 직접경로 신

호 또는 짧은 경로 다중 경로 반사신호가 검출되었을 때에는, 추적이 더 나은 신호쪽으로 즉시 이동한다.

위성 추적 도중에는, 추적 정확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이르고, 즉각적이며 이전의 상관관계를 수행하는데 부가하여, 

본 발명은 즉각적인 신호로서 현재 추적된 신호보다 실질적으로 더 빠른 위성 신호의 존재여부를 검출하기 위하여 점

차적으로 더 빠른 복수의 상관관계를 이용한다. 더 빠른 신호가 검출되면, 특히 빠른 상관관계의 크기가 추적된 신호

의 즉각적인 상관관계의 크기보다 더 큰 경우에는, 그 신호 를 직접 경로 신호 또는 적어도 짧은 경로 다중 경로 반사

신호와 같은 더 중요한 신호로 가정하게 된다. 더 빠르고 중요한 신호가 검출되는 때에는, 코드 지연 및 코드위상이 조

정됨으로써, 더 빠른 신호는 새로운 즉각적인 상관관계 신호로서 추적된다. 직접 경로 신호쪽 또는 그로부터 멀어지는

반사된 경로 신호의 드리프트 변화율과 관련된 관련 현상이 발견된다. 예를 들면, 검은 아스팔트 주차지역 위에 위치

하는 수신기에 있어서는, 반사된 경로 신호가 직접경로 신호보다 더 늦고, 지연은 일정하지 않다. 위성으로부터 수신

된 신호의 입사각이 변화하기 때문에, 지연도 변화한다. 지연의 변화율, 즉 진행속도가 각도 및 거리와 같은 물리량들

을 포함하는 반사기에 대한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한다.

다른 목적을 위하여 이러한 정보를 이용하는 것에 부가하여, 직접 및 반사된 경로의 진폭 차이가 직접 침 반사된 신호

사이를 구별하기 위하여 사용될 수 없는 경우에는, 진행속도가 유용하게 이용될 수 있다. 즉, 반사된 경로신호는 원하

는 신호로부터 접수되는 때에 변화하고, 직접 경로 신호로부터 구별될 수 있는 방식으로 변화할 것이다. 정확한 도착

시간이 알려져 있지 않은 경우에도, 원하는 직접 경로 신호의 많은 특징들을 추산위치표(ephemerides)로부터 알 수 

있다. 반사된 신호의 진행율은 위성 운동으로 인하여 일어나고, 따라서 직접 경로 신호를 확인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직접 경로 신호의 진행으로부터 예측되는 것과는 다를 것이다. 몇몇의 경우에 있어서, 특히 차동 GPS 송신 스테이션

과 같은 고정된 위치에서는, 수신기가 위에서 언급한 검은 아스팔트 주차구역과 같은, 알려진 반사체를 위하여 눈금이

정해질 수 있다.

반사체의 신속한 변화가 있고, 직접 경로가 수차례 차단되는 도시환경에서의 이동하는 차량과 같은 경우에는, 강한 

다중 경로신호로부터의 정보가, 반사 경로 신호를 분리하여 추적함으로써 진행율에 근거하여 보정될 수 있어서, 직접

경로가 차단된 때의 잠시동안 반사된 경로를 추적함으로써 직접 경로 신호의 '추측 항법(dead-reckoning)' 또는 모

델링이 향상될 수 있다.

작동에 있어서, 도 22에 도시되고, 도 11과 관련하여 전술한 바와 같이, 추적될 각각의 SV를 위한 위성특정샘플을 제

공하기 위하여, 각각의 11 1/2 칩 샘플 또는세그먼트가 도플러 회전한다. 세그먼트 #1은 우선 그 시간에서 그 SV에 

특정된 도플러 회전으로 SV1을 위한 새트트랙(SatTRAK) 채널 38내에서 처리되고, 그 다음으로 각각의 채널내의 각

SV용 세그먼트을 도플러 회전시킴으로써 SV 2 내지 4 (등 모든 11 SV의)의 새트트랙(SatTRAK) 채널 40에서 처리

된다. 세그먼트 #1의 도플러 SV를 위한 22 지연 이론 각각을 위한 상관 크기를 결정하기 위하여, 회전된 버전은 그 

다음으로 22 위성 특정 코드 지연 각각에 의하여 지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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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후에, 각각의 ms 코드 반복 주기내에 있는 나머지 185 세그먼트 각각의 11 1/2 칩 샘플이 동일한 방식으로 처리된

다. 12 SV 각각의 각 지연을 위한 상관관계 결과는 SV를 위한 상관 크기의 매트릭스내에 기능 탭 번호 또는 지연으로

축적된다. 예를 들면, 새트트랙 채널 38내의 SV #!으로부터의 신호에 대한 상관의 상관진폭의 축적이 도 22의 시간 

T0에서의 줄 1에 도시되어 있다. 크기는 임의 축적으로 나타나 있다. 추적 모드에 사용될 수 있는 개별적인 I 및 Q 직

각(quadrature) 위상신호의 크기보다는, 상관 곱의 승수를 나타내는 크기를 사용하는 것이 편리하다. I 및 Q의 제곱의

합의 제곱근이 승수가 되거나, 승수측정 및 피크 검출이 각 채널 내에서 수행되는 종래의 전환식에 따라 I 및 Q 상관 

곱이 승수(power)로 전환된다. 다른 접근방법이 도 23과 관련하여 아래에서 설명되고 있으며, 이러한 방법에서는 승

수전환 및 피크 검출을 이미 포함하고 있는 신속한 취득 채널이 분리된 코드 위상 검증채널로 사용된다.

각각의 경우에, 즉각적인 상관 지연은 보통으로 조정됨으로써 즉각적인 상관의 결과가 탭 칼럼 #2(또는 지연선의 중

심과 같은 다른 고정된 위치)내에 축적된다.

SV #1을 위한 실시예에서는, 빠른 상관이 칼럼 #1에 축적되며, 상기 칼럼 #1은 1ms 동안 C/A의 완전한 반복을 나타

내는 186 세그먼트을 위한 4의 크기를 나타낸다. 각각 8 및 4의 크기를 가지는 칼럼 #2 및 #3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

이, 즉각적 및 늦은 상관이 축적된다. 유사하게, 새트트랙 40 채널내의 이른, 즉각적 및 늦은 상관을 위한 축적 크기는,

SV #2를 위하여서는 6, 12 및 6; SV #3을 위하여서는 4, 8 및 4; SV #4를 위하여서는 2, 4 및 2의 크기를 가지는 줄

R2, R3 및 R4의 칼럼 1, 2 및 3에 나타나 있다. 도시를 위하여, SV 로부터의 신호에 대한 다중 경로 반사가 2, 4 및 2

의 크기를 가지는 칼럼 #17에서 중심을 가지고 새트트랙 채널 38 내에 나타나 있는 동시에, SV #4로부터의 다중 경

로 신호는 새트트랙 채널 44내에 나타나 있다.

이른, 즉각적 및 늦은 상관이 각각 1, 2 및 3의 지연 또는 탭 가중을 가지고 수행되는 이러한 형태에서는, 3보다 큰 탭

가중을 가지는 나머지 상관은 추적 모드 동안 불필요하게 될 것이다. 전지의 에너지를 아끼거나 다중송신의 속도를 

증가시키 기 위하여, 이러한 상관이 생략될 수 있다.

본 발명에 의하면, 이른, 즉각적 및 늦은 상관이 20, 21 및 22 또는 그에 가까운 탭 가중에서, 가장 큰 지연에서 처리

될 수 있다. 줄 1 및 시간 t 1 에서, 새트트랙 채널 38에서의 SV #1을 위한 상관 크기가 나타나 있고, 즉각적인 상관은

칼럼 #21에서 수행된다. 도시한 바와 같이, 만일 즉각적인 상관이 다중 경로 반사상의 에러내에 있는 경우에는, 새트

트랙 채널 38이 소정의 직접경로 신호보다 다중 경로 반사를 우연하게 추적한다. 직접 경로 신호가 만일 보인다면, 더

짧은 경로를 따라 이른 시간, 즉 이른 탭 또는 지연번호, 즉 이른 시간에서 수신기에 도달하게 된다. 실시예로서, 직접 

경로신호를 나타내는 6, 12 및 6의 크기를 보이는 새트트랙 채널 38내의 칼럼 6, 7 및 8에 SV #1을 위하여 축적된 상

관 크기는 탭 또는 지연 #7에 대응되는 시간에 존재한다. 도 17에 도시된 바와 같이, 직접 경로 신호를 위한 상관 형

상은 정삼각형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

새트트랙(SatTRAK) 채널 38내에 축적된 크기가 분석되는 때에, 탭 #7에서의 직접 경로신호가 검출되고 그 후에 그 

시점의 정확한 즉각적 상관이 이루어진다. 이는 탭 #7과 관련된 지연이 그 후에 탭 #21에 있도록 하기 위하여 탭의 

지연을 시프트함으로써 수행될 수 있다. 그 이후에, 현재 선택된 즉각적 지연이 부정확한 경우에는, 탭 가중 #1 내지 

#19을 위하여 축적되고 일어나는 더 이른 다른 신호가 직접 경로신호를 찾고 검출하기 위하여 사용될 수 있다. 유사

하게, SV #2, #3 및 #4을 의한 이른, 즉각적 및 늦은 상관 축적이 시간 t 1 에서 줄 2 내지 4 에 나타나 있다.

새트트랙 채널 38에 있어서, 탭 #21이 아닌 탭 #7에서의 직접신호경로의 측정은 다중 경로 신호경로가 직접경로보다

15 1/2 칩 더 길거나, 약 2 1/2 마일 더 길다는 것을 나타낸다. 여기서 6 1/2 칩은 1마일을 나타낸다고 가정하였다.

본 발명의 다른 양상에 의하면, 다중 경로 신호경로의 길이가 직접 경로보다 약 1.5 1/2 칩(또는 그 이하)만큼 더 클 

때, 다중 경로 간섭의 보정을 위한 추가 정보를 얻기 위하여 다중 경로신호를 계속 트랙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유사

하게, 직접경로 신호가 일시적으로 차단되는 경우에는, 직접경로신호를 모델링하기 위하여 다중 경로 신호를 추적하

는 것이 유리하다. 특히 직접 경로의 차단이 다중 경로 신호에의 로킹(locking)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선행된 직접 

경로 신호가 탐지되었을 때, 그 직접 경로 신호가 나중에 다시 차단될 수 있다고 가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특히, 줄 1, t 2 에서의 새트트랙(SatTRAK) 채널 38에 도시된 바와 같이, 직접경로신호는, 자신이 검출되고 다중 경

로 반사가 모니터되는 위치인 탭 #7에 유지된다. 짧은 진행에서는, 차량의 운동으로 인한 경로 길이의 변화가 위성 이

동으로 인한 경로 길이 변화보다 실질적으로 클 것이다. 그러나, 어느 한 경우에 있어서, 다중 경로 신호경로 길이가 

직접경로 길이에 대하여 증가하는 경우에는, 다중 경로 신호가 추가적인 추적 곤란을 야기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경로 길이의 차이가 감소한다면, 다중 경로 신호의 상관이 잘 증가할 것이다.

시간 t 2 에서, 다중 경로 신호경로 길이는 직접경로의 경로길이보다 약 2마일 더 긴 정도로 감소함으로써, 다중 경로

상관은 직접경로 상관의 대응 크기로부터 약 12 1/2 칩 지연 칼럼에 축적된다. 동일한 22 탭 지연선 내에서 다중 경로

및 직접경로 신호 모두를 추적하기 위하여, 직접경로신호는 탭 2 내지 10 사이에 상관되어야 한다. 도시된 실시예에

서는, 직접경로가 탭 #7에 남아 있음으로써, 다중 경로 신호가 탭 #9에서 추적된다.

t 3 보다 늦은 시간에서는, 다중 경로신호를 위한 추가적인 경로길이가, 오직 9 1/2 칩 지연을 나타내는 약 1.5마일로

감소한다. 경로길이의 차이가 탭 숫자의 절반과 같거나 그 이하인 경우에는, 직접경로를 위한 즉각적 상관을 줄의 중

앙점, 즉 탭 #11로 재위치시키는 것이 편리하다. 약 9 1/2 칩 지연의 차이 경로길이에서의 다중 경로신호는 탭 #20에

축적된다.

t 4 보다 더 늦은 시간에서는, 경로길이 차이가 약 6 1/2 지연으로 감소하고, 다중 경로신호 상관이 탭 # 17에 축적된

다. 실시예로서, 가장 강한 다중 경로 상관의 크기가, 더 큰 경로길이 차이에서의 크기의 실질적인 증가량인 10으로 

나타나있다. 이러한 증가량은 GPS 수신기를 가지는 차량이 건물 또는 산과 같은, 다중 경로 반사체쪽으로 이동하고 

있을 때 발생하는 다중 경로 반사에서의 변화와 일치한다.

유사하게, t 5 이후의 시간에 있어서는, 경로길이 차이가 약0.5 마일로 감소함으로써, 다중 경로신호 상관크기가 탭 #

13, #14 및 #15에 축적된다. 이 단계에서, 다중 경로 상관이탭 #10, #11 및 #12에 축적된 직접 경로 상관으로부터 



등록특허  10-0459834

- 32 -

약 1.5 1/2 칩 지연 내에 있다. 도 17과 관련하여 설명한 바와 같이, 경로길이 차이가 1.5 1/2 칩 지연 내에 있을 때에

는, 상관 곱이 상승적으로 또는 상쇄적으로 간섭하여, 직접 경로 신호를 정확하게 추적하기 더 어려워진다.

그러나, 도 22로부터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경로길이차이의 점진적인 변화는 시간의 함수로 모델링될 수 있다. 어느 

정도 선형 진행의 경우를 도시하고 있지만, 실제 진행은, 수신기 방향의 변화 및 상대적 경로뿐 아니라 반사체의 타입 

및 위치에 의존하는 어떠한 형식을 가질 것이며, 상기 의존요소 전부는 직접경로 신호와 간섭하는 주기 동안 다중 경

로신호의 비교적 정확한 표현을 제공하기 위하여 모델링된다. 직접경로를 더 정확하게 추적하기 위하여, 다중 경로신

호에 대하여 모델링된 상관 곱이 직접경로 적분으로부터 감하여지거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보정될 수 있다.

또한, 도 17에서와 같이, 다중 경로 간섭에 의하여 야기된 왜곡된 상관의 형상이, 추적목적을 위한 직접경로 상관의 

보정 또는 보상시에 고려될 수 있다.

또한, 특별히 t 6 에서는, 경로길이 차이가 최소(차량이 반사체에 접근하면 다중 경로 신호가 사라지게 되기 때문에, 

상기 값은 0이 될 수 있다)에 이른 후에는, 다중 경로 경로길이 차이가 다시 증가하기 시작한다. 다중 경로 간섭을 보

상하기 위하여, 전술한 바와 같이 차이 경로 길이가 줄어들고 있는 동안, 다중 경로 신호를 추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차단 주기 동안 직접경로신호를 모델링하기 위하여, 경로 길이차가 증가 또는 감소하는 때에, 다중 경로 상관, 

또는 적어도 가장 큰 신호크기를 가지는 다중 경로 신호를 추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시간 t 6 에서는, 경로 길이차가 약 1마일까지 증가하지만, 직접경로 신호는 주위, 즉 건물, 나무, 언덕등에 의하여 차

단되어 있다. 가능하다면, 경로 길이차의 진행 방향의 변화를 포함하는, 주된 다중 경로 신호의 진행을 추적함으로써, 

직접 경로신호가 차단되었을 때의 짧은, 또는 그다지 짧지 않은 주기동안 직접경로의 정확한 모델링이 유지될 수 있

다. 직접경로 신호의 모델은, 모델링된 상관 곱의 매트릭스와 같은, 어떠한 편리한 방식으로 유지될 수 있다.

도 23을 설명하면, 상술한 암호 조회 기능은 도 3과 관련하여 설명된 바 있는 신속한 재포착 구체예의 어떤 기능의 장

점을 취하는 다른 방식으로 조정될 수도 있다. 본 발명의 한가지 구체예에서, 각각의 위성 추적 채널은 위성으로부터

의 I 및 Q 신호의 구적법 상관을 그 SV를 추적하기 위한 각각의 22 탭 지연에서 수행하는 위성 추적 모드나 또는, 각

각의 22 탭 지연에서 상관 승수를 측정하여 재포착시 사용된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최고 승수를 선택하는 신속 재포

착 모드로 작동될 수 있다.

현재 고려되고 있는 신속 재포착 모드의 특정 구체예는, 각 탭의 상관 승수를 즉각 측정하는 것이다. 이러한 배열에서

는, 암호상 조회를 위하여 별도의 독립적인 채널을 이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특히, 도 23에 도시된 바와 같이, SV 1 내지 11을 추적하기 위하여 새트트랙 채널 (38), (40), (42) 및 (44)를 비롯한 

다중 위성 추적 채널에 세그먼트 #1이 적용된다. 세그먼트 #2 내지 #186도 동일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어서, 각각의 SV에 대한 암호상을 조회하기 위하여 추적 모드보다는 신속 재포착 모드로 SV (12)를 추적하기 위하

여 사용된 새트트랙 채널로서 도 11에서 도시된 바 있는 코드위상 점검 새트트랙 채널 (300)이 사용된다. 암호상 조

회 작업은 상술한 바와 같으며 추적중인 신호 경로보다 짧은 경로를 따라 수신된 직접 경로 신호를 탐색한다.

작동시, 최초의 ms 동안에는, 추적중인 위성 신호에 대한 즉각적인 상관가, 예컨대 탭 #22와 같은 보다 큰 지연 중 어

느 하나에서 상관되도록 암호상이 조정된 코드위상 점검 새트트랙 채널 (300)으로 세그먼트 #1의 11 ½ 하프 비트 

샘플이 처리된다. 탭 #1 내지 #21에서 시험중인 지연 이론은 탭 #21에서의 통상적인 조기 상관이며 탭 #21부터 역

으로 탭 #1까지 점진적으로 더 이르게 시간이 맞춰진다.

한가지 구체예로서, SV #1로부터 다중 경로의 신호 (231)이 새트트랙 채널 (38)로부터 우연히 추적될 수 있다. 새트

트랙 채널 (38)에서는, 탭 #2에서 즉각적인 상관이 발생하도록 새트트랙 채널 (38)의 22 탭에 대한 암호상 지연이 조

정될 것이다. C/A 코드의 완전한 1023 비트 시퀀스를 위한 반복 기간인 1 ms의 기간동안, 그보다 전의 잠재적인 직

접 경로 신호 역시 입수할 수 없었음을 확인하는데, 코드위상 점검 새트트랙 채널 (300)이 이용될 것이다.

작동시, 코드 위상 점검 새트트랙 채널 (300)의 암호상은 이 구체예에서 추적중인 신호의 피크가 탭 #22에서 추적되

도록 조정된다. 도 23에 도시된 바와 같이, 186개의 세그먼트 누적 후, 다중 경로 신호 (231)의 피크를 나타내는 4m

의 상관 승수 등급이 탭 #22에 누적되고, 하프 승수 포인트가 탭 #21에서 등급 2로서 나타내어진다. 이에 더해, 직접 

신호의 피크 (230)이 6의 등급로 탭 #4에 축적되는 한편, 탭 #3과 탭 #5에서 각각 조기 및 만기 상관 승수에 대해서

는 등급 3으로 하프 승수 포인트가 나타내어진다.

호숙되는 10 ms 기간동안, 나머지 SV 2 내지 SV 11 각각의 탭에서 상관 프로덕트의 승수가 시험된다. 각각의 SV에 

대해, 직접 경로 신호로서 가장 이른 피크가 선택되고 그 SV에 대한 암호상이 그에 따라 조정된다. 이어서 이 프로세

스가 반복될 수 있다.

도 22와 관련하여 언급된 바와 같이, 차등 경로 지연이 약 1.5 ½ 칩 이하의 정도인 경우에는 간섭을 최소화하거나 또

는 일시적으로 모호해진 직접 경로 신호를 추적하기 위하여, 직접 신호 또는 다중 경로 신호를 모델링하기 위하여, 다

중 경로 굴절 신호를 추적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이러한 작업은 또한 1 ms 당 1 SV에 대해, 코드 위상 점검 새트

트랙 채널 (300)으로 간편하게 달성할 수도 있다.

도 24에는, 위성의 시계(視界)가 불량해진 경우 항법을 개선시키는데 사용되는, 도 2 에 도시된 바와 같은 GPS 차량 

항법 시스템의 또 다른 구체예의 블록 다이아그램이 도시되어 있다.

상기한 바와 같이, 일반적으로 사용자 (user)의 위치를 알아내기 위한 세 개의 직교 좌표인 X user , Y user 및 Z user

뿐만 아니라, 필요한 위성 시간을 제공해주는 t user 를 비롯한 4개의 필요한 미지수 (unknowns)를 측정 또는 적어도 

평가하기 위하여서는 육안으로 보이는 하늘에 분산하여 떠 있는 최소한 3개 또는 4개의 위성에 의해 GPS 수신기가 

작동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도 24에 도시된 구체예에서, 4개의 미지수는 a user , c user , z user , 및 t user 로 표시되

어 있다. 3개의 사용자 직교 좌표는 현시점에서 확인되는 헤딩 또는 트랙의 거리 관점에서 사용자의 위치를 파악하는 

a user , 현시점에서 확인되는 헤딩 또는 트랙으로부터의 사용자의 크로스 트랙 거리 관점에서 사용자의 위치를 파악

하는 c user , 그리고, 통상적으로 해수면 위 또는 밑의 수직 거리 관점에서 사용자의 고도를 나타내는 z user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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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24에 도시된 바와 같이, GPS 차량 항법 시스템 (400)은 GPS 안테나 (28)로부터 위성 수신 섹션 (36)에 수신된 A

SIC 102에서 위성 신호를 처리하여 새트트랙 채널 (38), (40), (42) 및 (44)와 같은 위성 특정 추적 채널에서 관찰가

능한 모든 위성을 추적하며, 상기 채널의 출력은 새트프로세서 (46)에 입력된다. 이어서 항법 솔루션이 나브프로세서 

(402)에서 산출되고 이것은 내부 클록 모델 (54), 고도 산출값 (56), c est (404) 및 a est (406)과 같은 4개의 미지수

의 위치 모델 (403)을 생성하게 된다. c est (404)와 a est (406)을 사용하면 하나 이상의 위성이 고려되는 경우에도 

유리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GPS 차량 시스템 모듈 (26)에는 예컨대 도로 및 도로간 회전, 및 실제 또는 추정된 도로폭 등의 형식으로 루팅(

routing)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는 루트 데이터 베이스 (52)로부터 차량 (10)의 현재의 -그리고 예상되는 미래의 - 물

리적 환경과 관련된 데이터가 제공된다. 추정 도로폭은 달리 다른 정보가 입수되지 않는 한, 2차선 시가지 또는 고속

도로의 도로폭과 같은 일반적인 도로폭으로 표현되는 단순한 디폴트 값일 수 있다.

적절하게 기하학적으로 배치된 4개의 위성으로부터 신호가 잡힐 경우, 위치 정보와 관련한 4개의 모든 미지수에 대한

솔루션이 유도될 수 있다. 적당한 처리에 대해 3개의 가시 위성으로부터의 신호만이 잡힐 경우, 통상적으로 처리의 고

도유지 모드로 칭해지는 고도 산출값 또는 디폴트값으로부터 유도된 z est (56) 솔루션으로 z user 솔루션을 대체할 

수 있다. 육지 항법에서는 고도 변화가 비교적 느리게 일어나기 때문에 고도가 유지되는 동안의 위치 정확도 저하가 

종종 허용가능하다.

2개의 적절한 위성으로부터만 신호가 잡히는 경우에는, 루트 데이터 베이스 (52)로부터 유도될 수 있는 c est 에 의해

c user 위치 정보가 대체되거나 또는 그렇지 않으면 본문에서 처리의 크로스 트랙 홀드 모드로 칭해져 온 방식으로 평

가된다. 즉, 최대의 물리적 크로스 추적 거리, 도로의 폭은, 일반적으로 GPS 시스템에 의해 현시점에서 입수가능한 위

치 정확성보다 적고, 따라서 크로스 트랙 홀드로부터 야기되는 위치 정보 저하는 대개 차량이 공지의 경로 또는 방향

을 주행하는 동안에는 대개 허용가능하다.

도 25A를 참고하면, 루트 데이터 베이스 (52) 또는 그 밖의 소스로부터의 루트 데이터가 사용될 경우, 예측된 트랙 (4

08)은 예컨대 포인트 (410)으로부터 회전 (412)에 이르는 첫 번째 방향으로 연장된 것으로 나타난 실제 도로 (409)를

나타낼 수 있으며, 따라서, 실제 도로 (409) 다음에 오른쪽으로 약 30。 휘어진 예상 트랙 (408)이 있다. 유사한 상황

이 예컨대 실제로 고속도로가 존재하는 경우와 같이, 고 의로 방향을 바꿀 경우에도 일어난다.

도 25B를 참조하면, 상세한 도로 또는 트랙 데이터가 이용되지 않는 경우, 예상되는 트랙 (408)에 대한 디폴트 평가

값은 단순히 현재의 목적방향일 수 있다. 즉, GPS 차량 항법 시스템 (400)을 포함하는 차량이 포인트 (410)으로부터 

회전 (412)에 이르는 실제도로 (409)를 따라 주행하는 한, 예상 트랙 (408)은 실제 도로 (409)를 따라가며 크로스 트

랙 에러는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나, 회전 (412) 이후에, 예상 트랙 (408)이 포인트 (410)과 회전 (412) 사이에서 차

량의 목적 방향으로부터만 추정되면, 예상 트랙 (408)은 동일한 최초 방향을 따라 계속되는 한편, 실제 도로 (409)는 

오른쪽으로 휘어지게 된다.

도 25A에 나타난 상황에서는 회전 (412) 전후 모두에 있어서 실질적인 정확도 저하 없이 크로스 트랙 홀드가 성공적

으로 이용될 수 있다. 그러나, 도 25B에 도시된 상황에서는, 회전 (412) 후에, 실질적인 도로 (409)의 실제 경로가 알

려져 있지 않고 단지 이전의 차량 방향에 의해서만 추정되기 때문에 실제로 크로스 트랙 에러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회전 (412)에서의 크로스 트랙 에러는 0이지만 차량이 실제 도로 (409)를 따라 (416) 지점에 도달하면 크로스 트랙 

에러 거리 (414)로 증가한다. 따라서, GPS 차량 항법 시스템 (400)이 실제 도로 (409) 상에서 (420) 지점에 도달하면

, 크로스 트랙 에러는 크로스 트랙 에러 거리 (418)에 도달한다.

예상된 경로 (408)이 현재의 목표방향으로부터 단순히 추산된 것에 불과한 경우, 도 25B에 도시된 상황에서 크로스 

트랙 홀드를 계속해서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한가지 방법은, 회전의 발생을 탐지하기 위하여, 도 2에 도시된 회

전 탐지기 (66)을 이용하는 것이다. 회전 탐지 표시기를 회전 비교기 (68) 및 루트 데이터 베이스 (52)와 함께 사용하

여, 예상된 경로 (408)을 보정하거나 또는 갱신하여 실제 도로 (409)의 실제 경로와 일치시키거나 또는 회전 이후의 

현시점의 목표방향을 이용함으로써 예상 경로 (408)을 단순히 재-산출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덜 바람직스럽기는 하

지만, 보다 간편한 접근방식은 타이머 (422)를 이용하여 현시점의 목표방향으로부터 주기적으로 재-산출될 예상 경

로 (408)을 발생시키는 것이다.

이보다 나은 대안책이 도 24에 도시되어 있는데, 이 방법은 회전 탐지기 (66) 대신, 또는 그에 더해서, 정상상태 탐지

기 (424)를 이용하는 것이다. 정상상태 탐지기 (424)는 전자 컴파스와 같은 단순한 유형의 회전 탐지기나 또는 관성 

항법 시스템과 같은 보다 정교한 기구일 수 있다. 정상상태 탐지기 424는 차량이 정상상태 조건을 더 이상 유지하지 

못한다는 것을 가리켜 주는 것으로, 즉, 더 이상 직선 주행이 이어지지 않거나, 더 이상 완만한 곡선 주행이 이루어지

지 않음을 가리키는 것이다. 차량이 방향을 바꾸었기 때문에, 정상상태 탐지기 (424)의 출력은 나브프로세서 (402)에

입력되어 예상된 경로 (408)이 더 이상 정확하지 않음을 가리키게 된다.

본 발명의 바람직한 구체예에 따라, 크로스 트랙 홀드 중 정상상태 조건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정상상태 탐지기 (424)

로부터의 표시가 들어오면, 하나 이상의 위성 신호가 잡힐 경우, 나브프로세서 (402)는 자동적으로 크로스 트랙 홀드

에서 클록 홀드로 바뀐다. 즉, 크로스 트랙 에러가 존재할지도 모른다는 징후가 있으면, 크로스 트랙 추정치가 갱신되

는 짧은 시간동안 현재의 클록 추정치가 유지되게 된다.

위치 정확도가 실질적으로 저하되지 않고 클록 홀드가 유지될 수 있는 시간의 길이는 GPS 차량 항법 시스템 (400)에

사용된 실시간 클록의 정확도 또는 드리프트 (drift)의 함수이다. 이 정확도는 예측가능하며 적어도 약 30 내지 60초 

정도의 기간동안 충분히 이용가능한 것이다. 허용불가능한 위치 저하 없이 클록 홀드가 유지될 수 있는 기간을 증가

시키는 첫 번째 단계는 실시간 클록의 에러 모델을 유지시키는 것이다. 시간 클록 에러 모델 (426)은 도 12에 도시된 

실시간 클록 (428)의 드리프트를 모니터링하는 역할을 한다. 클록 드리프트는 위성으로부터 측정된 실시간과 비교되

어 추가적인 드리프트가 예측가능하도록 시간의 함수로서 측정된다. 이 드리프트에 기여하는 몇가지 인자는 선형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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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측가능하므로 클록 드리프트의 어떤 부분들은 정확히 모델링될 수 있으며, 따라서 그 드리프트를 상쇄하기 위하여 

클록을 조정할 수 있다. 클록 드리프트에 기여하는 또 다른 인자는 예측불가능하다. 즉, 위성 시간과 비교하여 클록의 

검색가능한 에러를 보정한 후라 할지라도, 실시간 클록 (428)의 정확도는 어떤 수준까지 밖에는 개선될 수 없는 경우

가 있다. 무작위적이고 예측불가능한 인자들에 기인하는 클록 모델의 부정확성은 정확도 저하가 허용가능하지 못한 

수준으로 되지 않는 범위에서 클록 홀드를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의 길이를 결정해준다.

또한 실시간 클록 에러 모델 (426)은, 크로스 트랙 홀드가 해제되어 크로스 트랙 에러가 최소화되거나 또는 제거될 수

있도록 클록 홀드가 이용될 수 있는 기간의 길이를 세팅하는데 이용될 수도 있다. 작동시, 실시간 클록 에러 모델 (42

6)은 실시간 클록 (428)을 모니터링하여 예측불가능한, 즉 보정불가능한 클록 드리프트를 측정하는 반면, 새트프로세

서 (46)은 GPS 위성으로부터의 신호에 응답하여 실시간 클록 (428)을 보정해준다. 이어서 가시 위성이 2개뿐일 경우

, 크로스 트랙 홀드 모드가 시행되어 정상상태 탐지기 (424)가 차량의 운행을 모니터링하여 정상상태 조건의 변화에 

의해 언제 회전 또는 다른 변화가 탐지되는지를 측정해준다.

이어서, 크로스 트랙 홀드가 해제되고 클록 홀드가 시행되어 여하한 크로스 트랙 에러를 보정해준다. 그 후, 타이머 (

422)에 따라, 클록 홀드가 해제되고 크로스 트랙 홀드가 재-시행된다. 이어서 크로스 트랙 홀드는, 정상상태 탐지기 (

424)가 실질적인 크로스 트랙 에러가 존재할 수 있음을 가리키는 다음 번까지, 이용가능한 신호를 갖는 위성이 2개만

보이는 동안 유지되게 된다. 다른 한편, 장기간의 크로스 트랙 홀드시, 클록 홀드를 타이머 (422)에 따라 주기적으로 

이용하여 누적된 크로스 트랙 에러를 감소시킬 수 있다. 이러한 방식으로, 크로스 트랙 홀드와 클록 홀드와 같은 두가

지 홀드 상태를 순환함으로써 두 개의 위성으로부터의 신호로부터 가능한 최상의 항법 솔루션을 얻을 수 있다. 각각의

홀드 상태의 기간은 유지되거나 모델링된 값으로부터의 허용불가능한 편차의 예측 또는 감지에 따라 제한된다.

GPS 수신기에 사용되는, 현재 이용가능한 실시간 클록에서의 드리프트 에러를 감안할 때, 육상 항법의 대부분의 전

형적인 작동 조건에서, 특히 도로, 수로 또는 항로의 폭 및 정상상태 운행 가능성은 두가지 모두 클록 홀드 보다 크로

스 트랙 홀드가 선호되게 한다. 크로스 트랙 홀드와 클록 홀드 사이의 주기적 순환은 2개의 가시 위성에 대해 가장 정

확하고 신뢰할만한 항법 솔루션을 제공해준다. 만약 두 번째 위성 역시 이용할 수 없게 되어 하나의 위성으로부터의 

신호만이 유용하게 될 경 우, 단일 위성 항법을 위하여 클록 홀드를 크로스 트랙 홀드와 연계하여 이용할 수 있다.

다시 도 12를 참조하면, 특히 배터리 전원 수신기의 경우 GPS 수신기를 비롯한 많은 육상용 스펙트럼 수신기에서 전

원 소모가 중요한 문제가 된다. 많은 배터리 전원 수신기가 수신기에 의한 배터리 고갈이 이름뿐이고/또는 차량에서 

일반적으로 재충전가능한 상황에서 사용될 것이다. 그 외의 다른 많은 배터리 전원 수신기 (이하 편의상, 주머니형 유

닛 (hand held unit)이라 칭함)들은 전원을 그 자신의 배터리에만 의존해야 하고 배터리를 재충전하거나 또는 배터리

를 대체함으로써 정규 기준에 따라 재-전원공급되어야 한다. 또한, 이러한 종류의 장치의 사용상의 특성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합리적으로 긴 배터리 수명이 중요하다.

통상적인 장치는 배터리 고갈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전원을 꺼 놓을 수 있다. 그러나, 전원을 켜서 적절한 항법 솔루션

을 제공하는데 필요한 시간이 종종 불만족스러운 경우가 있다. 예컨대, 전원을 끈 직후 통상적인 수신기를 다시 켤 경

우, 이전에 추적중이던 위성을 쉽게 재포착할 수 있겠지만 이러한 재포착에는 적어도 2 내지 3초가 소요된다. 이러한 

시간의 지체는 대부분의 적용에 고정된 위치 사이의 전원 차단을 허용하기에 지나치게 길다. 차량 내에서, 사용자는 

사용자가 갱신된 항법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하여 위치 고정을 요구한 후 몇초씩이나 기다리는 것을 원치 않을 것이다.

또한, 수신기에 수초 이상 전원이 차단되는 경우, 누적된 시간 에러로 인해, 고품질의 (따라서 고가의) 실시간 클록이

나, 또는 그 밖의 정확한 시간 정보 소스가 제 공되지 않는 한, 종종 위성 신호와 꼭 맞게 하기 위한 조사가 불가피할 

것이다. 만일 수신기에 얼마간 전원이 공급되지 않았다면 위성 신호 조사에 15분이 소요될 수 있다.

그러나, 본 발명에서는, 배터리에 의해 작동하는, 휴대용 또는 유사 종류의 수신기가 최소한의 배터리 에너지 요구량

으로 작동할 수 있게 하고, 또한, 장치에 전원을 켜거나 또는 위치 고정이 요구될 때 즉각적인, 또는 적어도 인지가능

할 정도로 즉각적인 위치 고정과 항법 솔루션이 제공될 수 있도록 에너지 절감 기술이 사용되었다. 즉각적 또는 인지

가능할 정도로 즉각적이라는 용어는, 장치가 활성화된 시간과 사용자가 위치고정을 접수한 시간 사이가 1초의 사분의

일 내지 1초의 절반 정도로 비교적 짧은 지연 시간이기 때문에 사용자가 응답 시간 지연을 눈치채지 못할 정도임을 

의미하는 것이다.

배터리 작동 절감 모드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누름 고정 (push to fix) 또는 수면 (sleeping) 모드와 감소된 전원

연속식 항법 모드가 그것이다.

누름 고정 모드에서는, 항법 솔루션 또는 위치 고정이 요구될 경우, 사용자가 장치 상의 단추를 누르면, 사용자가 항법

솔루션을 재포착 및 제공받는데 요구되는 시간에 성가셔 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충분히 짧은 시간 내에 위치 고정이 

표시된다. 누름 고정 모드는 따라서 누름 고정 제어능이 활성화될 경우 인지가능할 정도로 즉각적인 항법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다. 나머지 시간 동안에는, 최소한의 전원만이 사용되는 수면 모드로 수신기가 작동한다. 그러나, 수면 모

드 중에는, 클록 정확성 유지도가, 예측불허의 클록 에러를 소정의 범위 미만으로 유지되도록 자동적으로 수행되어 

수신기는 최소한의 에너지 소비로 클록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재=충전될 수 있다.

감소된 전원 연속식 작동 모드에서는, 지각에 의해 일정하게 갱신되는 항법 솔루션이 제공된다. 수신기 시스템의 에

너지를 소비하는 가장 큰 부분은 실제로 몇초간 전원이 공급되지 않는다. 예컨대, 후술하는 바와 같이, 본 발명은 초당

약 200 밀리초 동안만 수신기가 풀 가동되어, 그렇지 않을 경우 초당 나머지 800 밀리초 동안 소모될 배터리 에너지

의 약 80%가 절감되게 된다.

도 12에 도시된 바와 같이, GPS 수신기 시스템 (200)은 예컨대, 안테나 인풋과 RF 신호 예비 조건화 필터링 및 예비

-확장 단계를 비롯한 RF 처리 서브시스템 (214), IF 필터 및 정확한 클록 또는 카운터를 위한 크리스탈 진동자와 함

께, ASIC GSP1 202에 기초한 신호 처리 단계 및 데이터 및 어드레스 버스 (210) 및 (222)에 의해 상호연결된 SRAM

(206), Rom (208) 및 CPU (101)과 같은 디지털 컴퓨터 시설 및 실시간 클록 (428) 등 몇가지 주요 서브시스템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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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뉘어질 수 있다.

본 발명에서, 실제로 어느 정도의 시간 동안 소위 수면 모드가 되도록 RF 처리 서브시스템 (214)와 ASIC GSP1 (202

)의 전원을 차단하는 한편, 디지털 섹tus (430d)는 전원을 공급하여 실시간 클록 (428)은 가동시키도록 유지한다. 많

은 시스템에서, 예컨대 온도 제어 조건하에 따뜻하게 유지시킴으로써 '오프(off)' 또는 수면 상태에서 재빨리 가동할 

수 있도록 크리스탈 (224)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누름 고정 모드에서는, 수면 모드 중 허용가능한 전원 차단 또는 '오프' 시간의 기 간, 즉 클록 정확성 유지 가동 시간 

사이의 간격이 예측불가능하거나 또는 모델링 불가능한 실시간 클록 (428)의 드리프트에 의존한다. 전형적인 적용에

서, 실시간 클록 (428)에 사용되는 크리스탈은 퍼스널 컴퓨터에 사용되는 품질 수준의 크리스탈로서 비교적 저렴한 

크리스탈이 될 것이다. 이러한 크리스탈은 시간 해상도 (time resolution)를 30 마이크로초 또는 그보다 더 양호하게 

제공해주어 대략 50초 동안 ½ 밀리초 이내로 시간을 맞출 수 있도록 모델링이 가능하다.

누름 고정 모드로 가동될 경우 수면 시간 또는 '오프' 시간을 최대화 하기 위하여서, RF 처리 서브시스템 (214) 및/또

는 위성으로부터의 신호로부터 크리스탈 (224)에 의해 제공되는 보다 정확한 시간 기준에 대해 실시간 클록 (428)의 

드리프트를 측정 및 모델링한다. 실시간 클록 (428)의 예측불가능한 변화가 발생하게 되는 경과시간이 클록 에러를 

측정할 수 있도록 실시간 클록 (428)의 클록 에러를 모델링하는 것이 편리할 수 있다. 이러한 모델링은 우선적 평가에

의해 수행할 수 있으며 또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구체예에 따라 실시간 클록 (428)의 완전한 정확도가 이용될 수 있

도록 가동 중 연속적으로 측정될 수도 있다.

예측가능한 형식으로 실시간 클록 (428)이 드리프트하는 것으로 측정될 경우, 실시간 클록 (428)은 그러한 드리프트

를 상쇄하기 위한 정규 기준에 따라 디지털 섹션 (430)에 의해 갱신될 수 있다. 이때 갱신기간은 예측불허 (따라서 모

델링할 수 없는)의 에러가 소정값, 예컨대 하프 (half) 밀리초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연장될 수 있다. 즉, 최대 

허용가능한 에러가 하프 밀리초가 되도록 선택되면, 최대 차단 시간에 대한 측정 기간은 예측불허의 방식으로 클록이

하프 밀리초까지 드리 프트하는데 얼마나 오래 걸리는 가에 따를 것이다.

수면 모드에서는, 차단 시간 말기에, CPU (101)이 RF 처리 서브시스템 (214)와 ASIC GSP1 (202)에 전원을 재차 가

한다. RF 처리 서브시스템 (214)는 추적을 계속하거나/또는 선택된 위성을 재포착하려는 시도를 한다. 선택된 위성은

간편하게, 앞서의 '온(on)' 시간으로부터 측정된 바에 따른 가장 강력한 신호 또는 그렇지 않으면 가장 유용한 신호를 

갖는 위성이 될 수 있다. '오프' 시간은 선택된 위성으로부터의 신호가 기지의 오프셋(offset) 시간 이내에 들도록, 따

라서 쉽게 재포착될 수 있도록 선택된 것이다.

본 발명의 바람직한 구체예에 따라, 각각의 밀리초마다, 즉 C/A 코드의 매 반복시마다 대략 240개의 상관 (correlatio

n)이 수행, 누적 및 완료된다. 이러한 240개의 상관은 각각 하프 칩 시간을 나타낸다. 클록 에러가 플러스 또는 마이

너스 60 칩 미만을 나타내면 (이것은 가상범위에서 플러스 또는 마이너스 10 마일일 수 있음), 최초의 밀리초 동안 추

적이 실시된다. 즉, 유용한 데이터가 즉각 수집된다. 특히, 클록 에러가 플러스 또는 마이너스 120 하프 칩 이내일 경

우, 240개의 상관 중 하나는 실제로 프롬프트 상관이 될 것이다. 최초의 밀리초 말기에, 즉각적인 상관로부터의 데이

터는 선택된 위성을 추적하여 클록 에러를 측정하는 통상적인 방식으로 이용될 수 있다. 따라서, 클록 유지 가동의 최

초의 밀리초의 말기에, 클록 에러를 보정하여 가상범위를 '최상'으로 하거나 또는 선택된 위성을 재측정할 수 있다.

실시간 클록 (428)의 에러가 보정되었기 때문에 후속적인 1 ms 기간동안, 기타 잔여 가시 위성의 전부 또는 적어도 

대부분의 정상적인 추적을 재개할 수 있다.

이러한 방식으로, 클록 유지는 적어도 클록의 실제 드리프트에 의해 요구되는 만큼의 빈도로 자동적으로 수행되므로 

추적을 재개하는데 요구되는 작동 시간의 길이를 제어할 수 있다. '오프' 시간의 기간은 일반적으로 실시간 클록 (428

)의 품질의 함수로서 제어될 수 있다. 특정 수준의 클록 에러에 대해, 추적을 재개하는데 필요한 전원량은 부분적으로

는 사용된 상관의 수에 따라 제어될 수 있다. 상관이 많이 사용될수록, 더 많은 에너지가 소비되지만, 보다 긴 '오프' 

시간이 사용될 수 있다.

현재 바람직한 구체예에서는 실시간 클록 (428)에 대한 클록 크리스탈의 편리한 품질 수준에 대해 50초의 오프 시간

이 적절한 것으로 결정된 바 있다. 오프 시간의 정확한 길이는 상기한 바와 같이, 수신기 가동 중 클록 에러 모델링에 

의해 측정될 수 있다. 50초 '오프' 시간 말기에, GPS 수신기 시스템 (200)의 전원을 켜서 최초의 밀리초 이내에 적어

도 첫 번째 위성의 추적을 즉각적으로 재개하여 그 다음엔 접근가능한 모든 위성을 추적할 수 있다. 클록의 정확도 유

지를 위하여 GPS 수신기 시스템 (200)의 전원을 켠다면, 더 이상의 추적은 필요하지 않으며, 클록 에러가 최초의 위

성을 추적함으로써 보정 되자마자 '오프' 또는 배터리 에너지 절감 상태가 재개될 수 있다.

선택된 위성의 위성 추적이 클록 정확도 유지를 위한 최초의 밀리초 동안 재개되지 않으면, 최상의 위성을 재포착하

는데 소요되는 총 시간은 일반적으로 9 밀리초 미만이 될 것인데, 이는 가능한 모든 1023 지연 이론이 1 패스 당 240

지연 중 약 9 패스가 시험될 수 있기 때문이다.

클록 에러 유지에 더해, 항법 솔루션이 요구된다면, 항법 솔루션을 완료하기 위한 클록 유지 가동 후 필요한 만큼 GP

S 수신기 시스템 (200)의 정상적인 가동을 계속할 수 있다.

가동시, 정상적인 위성 추적 후, 누름 고정 가동을 시행하여 고정량 이내, 즉 하프 밀리초 이내에서 클록의 정확도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클록 에러 모델에 의해 측정된 기간동안 수신기가 수면 모드로 진입한다. 이렇게 결정된 수면 

모드 말기에, 실시간 클록 (428)을 보정하는데 충분히 긴 시간동안 수신기가 깨어 있게되도록 클록이 유지된다. 그 후

, 수면 모드가 재개된다.

항법 솔루션에 대해 누름 고정 요구가 접수되면, 실시간 클록 (428)을 보정하기 위하여 클록 유지 가동이 수행된 다음

추적중인 모든 위성에 대해 정상적인 추적이 재개된다. 이어서 항법 솔루션이 통상적인 방식으로 결정되고 수면 모드

가 재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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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소된 에너지, 연속식 가동 모드에서, 수면 모드는 각 초당 800 밀리초와 같은 기본 주기로 작동된다. 모델링된 클록

드리프트는 수면 모드 말기에 정상적인 추적이 자동적으로 재개될 수 있게 할 정도로 충분히 작다. 다음 번의 200 밀

리초 동안, 위성 추적이 재개되고, 클록 상관이 이루어지며, 항법 솔루션이 결정된다.

다음에 이어지는 초 동안, 800 밀리초의 수면 모드가 200 밀리초의 추적 모드와 계속적으로 교대됨으로 해서, 외관상

정상적인 연속 가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실질적으로 감소시켜준다. 800 밀리초의 수면 기간 중, 디지털 섹션 (430) 또

는 적어도 실질적인 그의 일부가 활성상태로 남는다. RF, 신호 처리 및 디지털 처리 서브시스템에 의해 사용되는 에너

지가 대략 같다고 편의상 가정하면, 초당 1회의 위치 고정 을 갱신시키는 한편 대략 절반의 에너지 절감을 위한 완전 

가동시 에너지 예산의 80%의 약 3분의 2의 수준으로 에너지가 절감된다.

많은 휴대 적용에서, 연속식 가동은 1초를 초과하는 간격, 예컨대 약 5초 간격으로 위치 고정을 요구할 수 있다. 매 5

초마다 약 200 ms만의 RF 및 신호 처리 섹션의 가동은 모든 종류의 배터리 세트의 작동 수명을 크게 연장시켜준다.

도 26을 참고하면, 이들 가동 모드들을 에너지 보존 연속식 모드 뿐만 아니라, 누름 고정 모드에서 작동하는 저전력 

소비 수신기 (432)에서 병용할 수 있다.작동은 상술한 바와 같이 완전한 시간 재포착에서 시작되며, 이어서 단계 (434

)로 표시되는 바와 같이 추적 모드가 시작된다. 바람직한 구체예에서, 누름 고정 조회 (436)이 수행된다. 누름 고정 작

동이 요구되지 않으면, 단계 (438)의 지시 하에서, 예컨대 800 ms와 같은 고정 기간동안 수면 모드로 수신기가 작동

한다. 그 후, 예컨대 200 ms와 같은 고정 추적 기간이 단계 (440) 하에서 수행된다. 누름 고정 가동이 요구될 때까지 

단계 (438)과 단계 (440) 사이에서 가동이 순환된다.

누름 고정 가동이 시작되면, 조회 (444)가 허용가능한 최대의 클록 에러가 발생했음을 측정할 때까지 수면 모드 (442

)에 진입한다. 상기한 바와 같이, 이러한 클록 에러가 발생하는 기간 또는, 클록 에러가 일어날 것으로 모델링되는 기

간은, 허용가능한 최대 에러에 따라 달라지며, 이것은 다시 추적의 재개 또는 재포착에 허용되는 시간의 길이 뿐만 아

니라 단위 시간당 이용가능한 상관의 수에 의존한다. 킬리초 당 240개의 상관을 이용하고, 클록 드리프트가 플러스 

또는 마이너스 하프 밀리초 이내로 제한되는 바람직한 구체예에서는, 50초 이하의 수면 기간이 허용가능 하다.

허용가능한 최대 클록 에러에 기초한 수면 기간이 종료되면, 이용가능한 최대숫자만큼의 상관자를 이용하는 선택된 

위성에 대해 단계 (446)의 추적이 개시된다. 선택된 위성 신호에 대해 로크(lock)(448)이 달성되면, 단계 (450) 하에

서 실시간 클록 및/또는 보정된 클록 모델이 갱신된다. 고정 (조회 452)이 요구되면, 상술한 바와 같은 시간 분할 다중

송신 유형으로 상관을 이용하는 모든 위성에 대해 단계 454 하에서 추적이 재개된다. 현시점에서 고정이 요구되지 않

으면, 조회 (436)은 누름 고정 모드를 계속하도록 지시하고, 수신기는 최대 클록 에러가 재발생하거나 또는 재발생하

도록 예측될 때까지, 예컨대, 부가적인 50초가 만료될 때까지 단계 442 하에서 수면 모드를 재개한다.

이제까지 본 발명을 특허 요건에 따라 설명하였으나, 본 발명이 속한 분야의 당업자라면 특정 요건과 상황에 맞추어 

본 발명을 어떠한 방식으로 변화 또는 변형시킬 수 있을 지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변화 및 변형은 첨부된 청

구범위에 제시된 본 발명의 범위와 정신을 벗어남이 없이 수행될 수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스프레드 스펙트럼 신호의 각 연속되는 세그먼트를 하나 이상의 다르게 시간 지연된 코드 레플리카와 상관시키는 멀

티-비트 디지털 상관기와;

상기 상관기에 응하여 코드 소스 특정 정보량을 얻어내는 매트릭스 수단;으로 이루어지는 확산 스펙트럼 수신기.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멀티-비트 디지털 상관기는, 각 연속되는 세그먼트 부분을 코드 레플리카의 세그먼트 부분과 

동시에 상관시키는 한 세트의 상관기를 추가적으로 포함하는 확산 스펙트럼 수신기.

청구항 3.
제 1 항 또는 제 2 항에 있어서, 상기 멀티-비트 상관기는, 그 각각이 각 연속되는 세그먼트의 하프 코드 칩 폭 부분을

코드 레플리카 세크먼크의 하프 코드 칩 폭 부분과 상관시키는, 일련의 단일 비트 상관기를 추가적으로 포함하는 확

산 스펙트럼 수신기.

청구항 4.
제 1 항 또는 제 2 항에 있어서, 상기 스프레드 스펙트럼 신호의 각 시간 지연 코드 레플리카에 대한 상관에 관한 데이

터를 저장하기 위한 수단을 추가적으로 포함하는 확산 스펙트럼 수신기.

청구항 5.
제 4 항에 있어서, 상기 데이터 저장 수단은, 그 각각이 상기 스프레드 스펙트럼 신호의 단일 시간 지연 레플리카에 대

한 상관에 관한 데이터를 저장하는, 복수개의 데이터 셀을 포함하는 확산 스펙트럼 수신기.

청구항 6.
제 4 항에 있어서, 각 데이터 셀의 상기 데이터는, 상기 스프레드 스펙트럼 신호 세그먼트의 하나의 시간 지연 코드 레

플리카의 세그먼트에 대한 상관에 관한, 세그 먼트 데이터의 연산 합을 추가적으로 포함하는 확산 스펙트럼 수신기.

청구항 7.
제 6 항에 있어서, 각 세그먼트 데이터는, 상기 스프레드 스펙트럼 신호 세그먼트의 복수개 부분의 상기 시간 지연 코

드 레플리카(replica)에 대한 연산 합으로 이루어지는 확산 스펙트럼 수신기.

청구항 8.
제 7 항에 있어서, 세그먼트의 각 부분은 각 하프 칩 코드 폭 부분으로 이루어지는 확산 스펙트럼 수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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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9.
제 1 항 또는 제 2 항에 있어서, 매트릭스 수단은 상기 스프레드 스펙트럼 신호의 복수 개 시리즈의 코드 소스 특정 시

간 지연 코드 레플리카 각각에 대한 상관에 관한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한 수단을 추가적으로 포함하는 확산 스펙트럼

수신기.

청구항 10.
제 9 항에 있어서, 데이터 저장 수단은, 각 시리즈가 스프레드 스펙트럼 신호의 시간 지연 레플리카의 코드 특정 시리

즈에 대한 상관에 관한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한 것인, 복수 시리즈의 데이터 셀을 추가적으로 포함하는 확산 스펙트럼

수신기.

청구항 11.
제 1 항 또는 제 2 항에 있어서, 각 세그먼트는 전송된 코드 중 하나의 적어도 두 개의 하프 칩 폭인 지속 기간을 갖는 

신호 샘플을 추가적으로 포함하는 확산 스펙트럼 수신기.

청구항 12.
제 11 항에 있어서, 상기 신호 샘플 지속 기간은 적어도 다섯 개의 하프 칩 폭인 확산 스펙트럼 수신기.

청구항 13.
제 11 항에 있어서, 각 세그먼트내의 하프 칩 폭의 숫자는 각 코드 주기내의 칩 폭 숫자의 소수 인수에 비례하는 확산 

스펙트럼 수신기.

청구항 14.
제 1 항 또는 제 2 항에 있어서, 각 세그먼트는 3, 11 및 31로부터 선택되는 숫자에 비례하는 하프 칩 폭의 정수의 지

속 기간을 갖는 신호 샘플을 추가적으로 포함하는 C/A 코드 GPS 신호를 사용하는 확산 스펙트럼 수신기.

청구항 15.
제 14 항에 있어서, 코드 주기 당 세그먼트의 숫자는 3, 11, 및 31로부터 선택되는 숫자와는 다른 숫자에 비례하는 정

수인 확산 스펙트럼 수신기.

청구항 16.
제 15 항에 있어서, 시간 지연 레플리카의 코드 소스 특정 시리즈는 3, 11 및 31 이외의 수에 비례하느 정수인 확산 

스펙트럼 수신기.

청구항 17.
제 16 항에 있어서, 각 코드 소스에 관한 시간 지연된 레플리카의 코드 소스 특정 시리즈의 숫자는 1 보다 큰 확산 스

펙트럼 수신기.

청구항 18.
제 1 항 또는 제 2 항에 있어서, 획득 모드에서 같은 코드 소스에 관계되고 추적/재포착 모드에서 복수 개의 다른 코드

소스에 관계되는, 적어도 하나의 코드 주기에 시간 지연 레플리카의 복수 개 코드 소스 특정 시리즈를 사용하는, 상기

수신기를 선택적으로 동작시키기 위한 포착/추적/재포착 모드 콘트롤 수단을 추가적으로 포함하는 확산 스펙트럼 수

신기.

청구항 19.
제 18 항에 있어서, 상기 포착/추적/재포착 모드 콘트롤 수단은 상기 추적/재포착 모드에서 각기 다른 코드 소스에 관

한 복수 개의 코드 소스 특정 시간 지연 레플리카를 사용하는 수신기를 선택적으로 동작시키기 위한 수단을 추가적으

로 포함하는 확산 스펙트럼 수신기.

청구항 20.
제 18 항에 있어서, 상기 매트릭스 수단은 일정 숫자의 위치에 있어서 시간 지연 특정 합을 저장하기 위한 메모리 매

트릭스 수단을 추가적으로 포함하는 확산 스펙트럼 수신기.

청구항 21.
제 20 항에 있어서, 상기 포착/추적/재포착 모드 콘트롤 수단은, 포착 모드에서 같은 코드 소스에 관련되고 추적/재포

착 모드에서 복수 개의 코드 소스에 관련되는 상기 메모리 매트릭스 수단 중 모든 일정 숫자의 위치에 있어서의 시간 

지연 특정 합을 저장하기 위한 모드 콘트롤 수단을 추가적으로 포함하는 확산 스펙트럼 수신기.

청구항 22.
제 20 항에 있어서, 상기 포착/추적/재포착 모드 제어 수단은 각 코드 소스에 관련된 시간 지연 특정 합의 적어도 두 

개의 코드 소스 특정 시리즈를 저장함으로써 추적/재포착 모드에서 상기 메모리 매트릭스 수단의 상기 일정 숫자의 

위치를 파일링하기 위한 모드 제어 수단을 추가적으로 포함하는 확산 스펙트럼 수신기.

청구항 23.
제 1 항 또는 제 2 항에 있어서, 각 시간 지연 특정 합은, 상기 코드 소스 중 하나에 대한 상기 수신기 범위의 측정으로

서 관련된 시간 지연의 정확성의 코드 주기에 대한 표시를 추가적으로 포함하는 확산 스펙트럼 수신기.

청구항 24.
제 1 항 또는 제 2 항에 있어서, 각 연속되는 세그먼트의 스프레드 스펙트럼 신호를 적어도 두 개의 시리즈의 다르게 

지연 지연된 코드 레플리카와 상관시키기 위한 상기 멀티-비트 상관기를 동작시키기 위한 캡쳐 윈도우 확장 수단 (ca

pture window expansion means)을 추가적으로 포함하는 확산 스펙트럼 수신기.

청구항 25.
제 24 항에 있어서, 상기 적어도 2 시리즈의 다르게 시간 지연된 코드 레플리카가 시간적으로 연속되어 있는 확산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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펙트럼 수신기.

청구항 26.
제 24 항에 있어서, 상기 적어도 2 시리즈의 다르게 시간 지연된 코드 레플리카가 시간적으로 서로 엇갈려 있는 확산 

스펙트럼 수신기.

청구항 27.
제 26 항에 있어서, 상기 서로 엇갈려 있는 세트에 있어서 상기 코드 레플리카는 각 세트내의 상기 시간 지연보다 더 

작은 시간 지연으로 분리되어 있는 확산 스펙트럼 수신기.

청구항 28.
제 24 항에 있어서, 하나의 시리즈내의 각 시간 지연된 레플리카는 그 시리즈내의 다른 코드 레플리카로부터 코드 칩 

폭의 1/2로 분리되어 있는 확산 스펙트럼 수신기.

청구항 29.
제 28 항에 있어서, 상기 시리즈 중 하나에 있어서 상기 코드 레플리카가 상기 시리즈 중의 다른 것에 있어서의 상기 

코드 레플리카로부터 코드 칩 폭의 1/2 미만으로 분리되어 있는 확산 스펙트럼 수신기.

청구항 30.
제 29 항에 있어서, 상기 시리즈 중의 하나에 있어서의 상기 코드 레플리카가 상기 시리즈 중의 다른 것에 있어서의 

상기 코드 레플리카로부터 코드 칩 폭의 1/4로 분리되어 있는 확산 스펙트럼 수신기.

청구항 31.
제 1 항 또는 제 2 항에 있어서, 상기 멀티-비트 상관기는 m/2 비트 상관기를 포함하는 확산 스펙트럼 수신기.

청구항 32.
제 31 항에 있어서, 상기 매트릭스 수단은 스프레드 스펙트럼 신호의 하나 이상의 코드 레플리카에 대한 상관에 관련

된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한 m×n 데이터 셀을 추가적으로 포함하는 확산 스펙트럼 수신기.

청구항 33.
제 31 항에 있어서, 상기 멀티-비트 상관기는 각 코드에 대한 m 시간 지연 상관 곱을 산출하는 확산 스펙트럼 수신기.

청구항 34.
제 1 항 또는 제 2 항에 있어서,

상기 멀티-비트 상관기를 동작시킴으로써 같은 코드를 위하여각 세그먼트에 대한 복수 세트의 다르게 시간 지연된 

상관 곱을 형성시키기 위한 포착 모드 수단과;

그 코드를 위한 적어도 하나의 상관 곱이 소정 임계값을 갖는 경우 관련된 코드를 위한 코드 특정 지연을 선택하기 위

한 수단;을 추가적으로 포함하는 확산 스펙트럼 수신기.

청구항 35.
제 1 항 또는 제 2 항에 있어서,

복수개의 다른 코드 각각에 대하여 상기 멀티-비트 상관기를 작동시킴으로써 각 연속되는 세그먼트에 대해 수 세트

의 다르게 시간 지연된 상관 곱을 형성시키기 위한 추적/재포착 모드 수단과;

그 코드에 대한 상관 곱 중 적어도 하나가 소정 임계값을 갖는 경우 각 코드를 위한 코드 특정 지연을 선택하기 위한 

수단;을 추가적으로 포함하는 확산 스펙트럼 수신기.

청구항 36.
제 1 항 또는 제 2 항에 있어서, 상기 매트릭스 수단은 각 상관의 파워 또는 진폭을 선택적으로 축적하기 위한 수단을 

추가적으로 포함하는 확산 스펙트럼 수신기.

청구항 37.
제 1 항 또는 제 2 항에 있어서,

상기 스프레드 스펙트럼 신호를 샘플링하여 부분 칩 폭 샘플을 형성하기 위한 수단과;

연속되는 시리즈의 부분 칩 샘플을 모아 각 연속되는 세그먼트를 형성하기 위한 샘플 레지스터;를 추가적으로 포함하

는 확산 스펙트럼 수신기.

청구항 38.
제 37 항에 있어서, 상기 멀티-비트 상관기는, 상기 샘플 레지스터가 이어지는 연속 세그먼트를 모으는 동안, 제 1 연

속 세그먼트 위에서 동작하는 확산 스펙트럼 수신기.

청구항 39.
제 37 항에 있어서, 상기 멀티-비트 상관기는, 상기 샘플 레지스터가 이어지는 연속 세그먼트를 모으는 동안, 제 1 연

속 세그먼트 위에서 동작하여 복수 세트의 다르게 시간 지연된 상관 곱을 형성하는 확산 스펙트럼 수신기.

청구항 40.
제 37 항에 있어서, 상기 멀티-비트 상관기는, 상기 샘플 레지스터가 이어지는 연 속 세그먼트를 모으는 동안, 상기 

연속 세그먼트 위에서 동작하여 각 코드에 대한 적어도 한 세트의 다르게 시간 지연된 상관 곱을 형성하는 확산 스펙

트럼 수신기.

청구항 41.
제 1 항 또는 제 2 항에 있어서, 각 연속 세그먼트와 상관시키기 위한 각 코드 레플리카의 일련의 위성 특정, 시간 지

연된 멀티-칩 세그먼트을 제공하기 위한 코더 수단을 추가적으로 포함하는 확산 스펙트럼 수신기.

청구항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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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1 항에 있어서, 상기 코더 수단은,

각 코드의 부분 칩 샘플을 발생시키기 위한 코드 발생기와;

각 코드의 상기 부분 칩 샘플을 모아 상기 멀티-칩 세그먼트를 형성하는 코드 레지스터;를 추가적으로 포함하는 확산

스펙트럼 수신기.

청구항 43.
제 42 항에 있어서, 위성 특정 세트의 멀티-칩 레플리카에 있어서 각 멀티-칩 세그먼트는 이전의 멀티-칩 세그먼트

로부터 하나의 부분 코드 칩 폭 만큼 차이가 나는 확산 스펙트럼 수신기.

청구항 44.
제 43 항에 있어서, 상기 코드 발생기는 상기 멀티-비트 상관기와 동기되어 각 멀티-칩 세그먼트의 발생시 멀티-칩 

상관 곱을 형성하는 확산 스펙트럼 수신기.

청구항 45.
제 44 항에 있어서, 상기 멀티-비트 상관기는, 각각이 각 연속 세그먼트의 일부 칩 부분과 각 멀티-칩 세그먼트의 일

부 칩 부분을 상관시킴으로써 동시에 각 멀티-칩 상관 곱을 산출하기 위한 병렬적으로 동작하는 복수개의 상관기를 

추가적으로 포함하는 확산 스펙트럼 수신기.

청구항 46.
제 1 항 또는 제 2 항에 있어서, 상기 수신기를 선택적으로 동작시킴으로써

a) m 개의 다른 시간 지연된 상관 곱의 n 개의 다른 코드 특정 세트 또는

b) 하나의 코드에 대하여 n×m 개의 다른 시간 지연된 상관 곱 중 어느 하나를 형성시키기 위한 수단을 추가적으로 포

함하는 확산 스펙트럼 수신기.

청구항 47.
제 1 항 또는 제 2 항에 있어서, 상기 시리즈의 시간 지연된 코드 레플리카는,

선택된 코드 전송기로부터 신속한 시간 지연을 추적하기에 충분한 시간의 추적 윈도우를 커버하는 일련의 연속 시간 

지연된 코드 레플리카와;

상기 추적 윈도우로부터 분리된 시간의 리캡쳐(recapture) 윈도우를 커버하는 추가적인 시간 지연 코드 레플리카;를 

추가적으로 포함하는 확산 스펙트럼 수신기.

청구항 48.
제 47 항에 있어서, 추적 윈도우를 커버하는 상기 시리즈의 시간 지연된 코드 레플리카는, 이르고 신속한 코드 레플리

카 더하기 늦은 코드 레플리카 또는 신속하고 이른 코드 레플리카 빼기 늦은 코드 레플리카을 추가적으로 포함하는 

확산 스펙트럼 수신기.

청구항 49.
제 48 항에 있어서, 상기 리캡쳐 윈도우는, 상기 수신기의 통상 동작 동안 코드 전송기 엄폐의 예고 가능한 주기 후에,

각 코드에 대한 신속한 시간 지연 상관 곱을 포함할 정도로 충분히 큰 확산 스펙트럼 수신기.

청구항 50.
제 49 항에 있어서, 상기 리캡쳐 윈도우는, 도시 환경에서 차량내의 수신기의 동작 중에 코드 전송기 엄폐의 주기 후

에, 신속한 시간 지연 상관 곱을 포함할 정도로 충분히 큰 확산 스펙트럼 수신기.

청구항 51.
제 1 항 또는 제 2 항에 있어서, 상기 멀티-비트 상관기는,

연속된 세그먼트 각각과의 상관에 대하여 일련의 위성 특정, 시간 지연된 멀티-칩 레플리카를 동기시키기 위한 로컬 

클록과;

상기 로컬 클록을 접수된 코드의 소스와 관련된 클록과 동기시키기 위한 상기 매트릭스 수단의 추적 윈도우 서브세트

에 대응하는 추적 수단과;

상기 로컬 클록을 일시적으로 엄폐된 후 접수된 코드의 소스와 관련된 클록과 동기시키기 위한 상기 매트릭스 수단의

나머지와 대응하는 리캡쳐 수단;을 추가적으로 포함하는 확산 스펙트럼 수신기.

청구항 52.
제 51 항에 있어서, 상기 매트릭스 수단의 나머지는, 상기 코드의 소스로부터 연속되는 세그먼트과 상관되는 레플리

카를 동기시키는데 있어서 상기 로컬 클록에서의 예상된 에러를 수용할 정도로 충분히 큰 시간의 리캡쳐 윈도우를 커

버하는 확산 스 펙트럼 수신기.

청구항 53.
제 52 항에 있어서, 상기 리캡쳐 윈도우로 측정된 상기 시간 지연은 상기 코드의 5 하프 칩 폭을 초과하는 확산 스펙

트럼 수신기.

청구항 54.
제 1 항 또는 제 2 항에 있어서,

프롬프트 지연을 상기 코드 소스로부터 추적하기 위한 매트릭스 수단에 대응하는 추적 수단과;

프롬프트 지연에 비해 덜한 시간 지연을 나타내는 상관 곱을 모니터하여 상기 코드의 소스로부터 다중 경로 신호의 

부정확한 추적을 감지하기 위한 수단;을 추가적으로 포함하는 확산 스펙트럼 수신기.

청구항 55.
제 54 항에 있어서, 상기 추적 수단이 프롬프트 지연으로서 가장 큰 상관 곱과 관련된 지연을 선택하게 하기 위한 상

기 매트릭스 수단에 대응하는 다중 경로 보정 수단을 추가적으로 포함하는 확산 스펙트럼 수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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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56.
제 1 항 또는 제 2 항에 있어서, 프롬프트 지연으로서 상기 레플리카의 시간 지연 중 하나와 동등하지 않은 시간을 선

택하기 위한 상기 매트릭스 수단에 대응하는 추적 수단을 추가적으로 포함하는 확산 스펙트럼 수신기.

청구항 57.
제 56 항에 있어서, 상기 추적 수단은,

시간 지연된 레플리카 중 두 개의 상관 곱을 동등하게 하는 수단과;

그 사이에 시간 지연을 갖는 상관 곱에 대해 동등한 상관 곱의 진폭 비에 대응하는 프롬프트 지연을 선택하기 위한 수

단;을 추가적으로 포함하는 확산 스펙트럼 수신기.

청구항 58.
제 57 항에 있어서, 상기 동등한 상관 곱은 일정 시간 지연만큼 떨어진 확산 스펙트럼 수신기.

청구항 59.
제 58 항에 있어서, 상기 일정 시간 지연은 1 칩 폭인 확산 스펙트럼 수신기.

청구항 60.
제 57 항에 있어서, 상기 신속한 시간 지연은, 동등한 상관 곱의 시간 지연 사이에 시간 지연 하프 웨이를 갖는 상관 

곱에 대해 동등한 상관 곱의 진폭비가 1 보다 크다면, 동등한 상관 곱의 시간 지연들 사이에 하프 웨이 보다 더 적게 

선택되는 확산 스펙트럼 수신기.

청구항 61.
제 57 항에 있어서, 상기 프롬프트 지연은, 동등한 상관 곱의 시간 지연 사이에 시간 지연 하프 웨이를 갖는 상관 곱에

대해 동등한 상관 곱의 진폭비가 1 보다 크다면, 동등한 상관 곱의 시간 지연 사이의 하프 웨이 보다 더 크게 선택되는

확산 스펙트럼 수신기.

청구항 62.
제 1 항 또는 제 2 항에 있어서,

제 1 비율에서 코드 소스로부터 접수된 신호의 디지털화된 샘플을 형성하기 위한 샘플링 수단과;

상기 제 1 비율 보다 실질적으로 느린 제 1 비율에서 상기 디질털화된 샘플로부터 연속되는 세그먼트를 형성하기 위

한 디지털 필터링 수단;을 추가적으로 포함하는 확산 스펙트럼 수신기.

청구항 63.
제 1 항 또는 제 2 항에 있어서,

멀티플 코드 주기에 대한 상관을 일시적으로 중단시킴으로써 수신기 에너지 소비를 감소시키기 위한 수단과;

상관을 다시 시작시킴으로써 코드 소스 특정 정보를 얻는 것을 계속하게 하기 위한 수단;을 추가적으로 포함하는 확

산 스펙트럼 수신기.

청구항 64.
제 63 항에 있어서, 상관을 중단하고 다시 시작하기 위한 수단은 동작을 주기적으로 교호화하는 것인 확산 스펙트럼 

수신기.

청구항 65.
제 64 항에 있어서, 상관이 중단되는 동안의 기간은 코드 주기의 배수이고 충분히 짧아서 모델링되지 않은 클록 드리

프트가 신호의 상관에 사용되는 시간 지연의 코드 소스로부터의 시간적인 차이에 비해 적은 확산 스펙트럼 수신기.

청구항 66.
제 64 항에 있어서, 상기 보정을 중단하기 위한 수단은, 클록 드리프트를 모델링하여 언제 보정을 다시 시작할 지를 

결정하기 위한 수단을 추가적으로 포함하는 확산 스펙트럼 수신기.

청구항 67.
제 64 항에 있어서, 상관을 다시 시작하기 위한 수단은, 로컬 클록을 상기 코드의 단일 소스와 관련된 클록과 동기시

키기 위한 수단;을 추가적으로 포함하는 확산 스펙트럼 수신기.

청구항 68.
제 64 항에 있어서, 상기 로컬 클록이 동기되는 경우 상기 상관을 중단시키기 위한 수단을 설치하는 확산 스펙트럼 수

신기.

청구항 69.
제 64 항에 있어서, 상관을 다시 시작하기 위한 수단이 복수개의 코드 소스로부터의 신호의 상관을 다시 시작하게 하

는 오퍼레이터 상호 작용에 대응하는 수단;을 추가적으로 포함하는 확산 스펙트럼 수신기.

청구항 70.
선택된 트랙을 따르는 차량의 진행에 관계된 온-트랙 정보를 제공하는 적어도 하나의 GPS 위성을 추적하기 위한 수

단과;

상기 트랙에 수직인 차량의 운동에 관계되는 크로스 트랙 정도의 산출값을 제공하는 수단과;

상기 온-트랙 및 크로스 트랙 산출값으로부터 차량 조종 데이터를 제공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루어지는 차량 조종용 

GPS 시스템.

청구항 71.
제 70 항에 있어서, 상기 차량 조종 데이터는 차량 위치 데이터를 추가적으로 포함하는 차량 조종용 GPS 시스템.

청구항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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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0 항에 있어서, 상기 차량 조종 데이터는 차량 속도 데이터를 추가적으로 포함하는 차량 조종용 GPS 시스템.

청구항 73.
제 70 항에 있어서, 상기 차량 조종 데이터는 트랙에 따른 운행 거리 데이터를 추가적으로 포함하는 차량 조종용 GPS

시스템.

청구항 74.
제 70 항에 있어서, 크로스 차량 정보의 산출값을 제공하기 위한 수단은 지도 데이터베이스를 추가적으로 포함하는 

차량 조종용 GPS 시스템.

청구항 75.
제 70 항에 있어서, 크로스 트랙 정보의 산출값을 제공하는 수단은, 상기 트랙의 물리적인 배열에 관련된 데이터로부

터 크로스 트랙 정보의 산출값을 얻기 위한 수단;을 추가적으로 포함하는 차량 조종용 GPS 시스템.

청구항 76.
제 70 항에 있어서, 차량 위치를 결정하기 위한 수단은,

내부 클록과;

GPS 위성으로부터 시간 데이터를 얻기 위한 또는 내부 클록으로부터 시간 데이터의 산출값을 제공하기 위한 수단;을

추가적으로 포함하는 차량 조종용 GPS 시스템.

청구항 77.
제 70 항에 있어서, 차량 위치를 결정하기 위한 수단은, GPS 위성으로부터 고도 데이터를 얻기 위한 또는 상기 차량

의 고도의 산출값을 제공하기 위한 수단을 추가적으로 포함하는 차량 조종용 GPS 시스템.

청구항 78.
제 70 항에 있어서,

전방위 위성 안테나와;

상기 위성 안테나로부터의 처리 신호를 수신하는 위성 수신기와;

상기 트랙에 따른 차량의 진행에 관련된 온-트랙 정보를 제공하는 적어도 하나의 GPS 위성을 추적하기 위한 상기 수

단내의 위성 추적 채널로, 상기 추적 채널은 단일 GPS 위성을 추적하는 상기 위성 채널로부터의 신호에 대응하는 위

성 추적 채널과;

적어도 하나의 위성 추적 채널의 출력값을 처리하여 온-트랙 정보를 제공하는 수단;을 추가적으로 포함하는 차량 조

종용 GPS 시스템.

청구항 79.
제 70 항에 있어서,

지도 데이터 기억 장치와;

차량의 현 위치를 결정하는 수단과;

상기 지도 데이터내에서 선택된 목적지를 도입하는 수단과;

현 위치로부터 선택된 목적지까지의 노선을 제공하는 노선 데이터를 제공하기 위한 지도 데이터 기억 장치에 대응하

는 수단과;

상기 지도 데이터 기억 장치로부터 크로스 트랙 정보의 산출값을 제공하는 수단으로 크로스 트랙 정보를 제공하기 위

한 수단;을 추가적으로 포함하는 차량 조종용 GPS 시스템.

청구항 80.
제 70 항에 있어서, 차량 조종 데이터를 제공하기 위한 수단은, 차량의 운행 방향으로 만들어지는 회전을 감지하기 위

한 수단을 추가적으로 포함하는 차량 조종용 GPS 시스템.

청구항 81.
제 80 항에 있어서, 차량 조종 데이터를 제공하기 위한 수단은,

차량 운행 방향으로부터 만들어지는 회전 감지하기 위한 수단과;

선택된 트랙으로 만들어지는 회전을 표시하기 위한 지도 데이터베이스와;

차량에 의해 만들어진 회전을 선택된 트랙으로 만들어지는 회전을 비교하기 위한 수단;을 추가적으로 포함하는 차량 

조종용 GPS 시스템.

청구항 82.
제 81 항에 있어서, 차량 조종 데이터를 제공하기 위한 수단은,

비교 수단에 대응하여, 차량에 의해 만들어진 회전에 관하여 선택된 트랙내에서의 회전인지를 확인하기 위한 수단과;

선택된 트랙내에서의 확인된 회전에 관하여 차량 조종 데이터를 결정하는 수단;을 추가적으로 포함하는 차량 조종용 

GPS 시스템.

청구항 83.
제 70 항에 있어서, 클록 홀드 모드내에서의 시스템을 일시적으로 동작시키므로써 크로스 트랙 정보 산출값을 갱신하

기 위한 클록 수단을 추가적으로 포함하는 차량 조종용 GPS 시스템.

청구항 84.
제 83 항에 있어서, 상기 클록 홀드 수단을 활성화하여 상기 크로스 트랙 정보 산출값을 갱신하기 위한 모니터 수단을

추가적으로 포함하는 차량 조종용 GPS 시스템.

청구항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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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4 항에 있어서, 상기 모니터 수단은, 차량의 운동내의 변화를 감지하기 위한 정상 상태 모니터를 추가적으로 포함

하는 차량 조종용 GPS 시스템.

청구항 86.
제 85 항에 있어서, 상기 정상 상태 모니터는 회전을 감지하기 위한 수단을 추가적으로 포함하는 차량 조종용 GPS 시

스템.

청구항 87.
제 84 항에 있어서, 상기 모니터 수단은, 상기 클록 홀드 수단을 주기적으로 활성화하기 위한 타이머를 추가적으로 포

함하는 차량 조종용 GPS 시스템.

청구항 88.
매 C/A 코드 주기 당 x 멀티비트 디지털 세그먼트를 형성하여 각각이 위성 신호의 수신된 콤포지트의 연속 세그먼트

를 나타내고;

각 디지털화된 세그먼트 값을 C/A 코드 모듈레이션의 m 개의 차등 시간 지연된 세그먼트의 n 개의 위성 특정 세트와

상관시키므로써 적어도 n×m 시간 지연 특정 상관 값을 형성하고;

상기 상관 값으로부터 조종 정보를 결정하는 것으로 이루어지는 GPS C/A 코드 수신기의 동작 방법.

청구항 89.
제 88 항에 있어서, m은 각각의 멀티비트 디지털 세그먼트 값내의 비트의 숫자보다 큰 GPS C/A 코드 수신기의 동작 

방법.

청구항 90.
제 88 항에 있어서, 상기 멀티비트 세그먼트 값의 각 비트는 C/A 코드 칩의 정수 분수를 나타내는 GPS C/A 코드 수

신기의 동작 방법.

청구항 91.
제 88 항에 있어서, 상기 위성 특정 세트를 선택하므로써 다른 위성을 추적하여 n 개의 다른 위성을 나타내는 GPS C/

A 코드 수신기의 동작 방법.

청구항 92.
제 88 항에 있어서, 상기 상관 단계는,

2 이상의 위성 특정 세트를 선택하므로써 다른 위성을 추적하여 같은 위성을 나타 내는 GPS C/A 코드 수신기의 동작

방법.

청구항 93.
제 92 항에 있어서, 같은 위성을 나타내는 위성 특정 세트의 시간 지연 세그먼트는 연속적인 GPS C/A 코드 수신기의

동작 방법.

청구항 94.
제 92 항에 있어서, 같은 위성을 나타내는 위성 특정 세트의 시간 지연 세그먼트는 서로 엇갈려 있는 GPS C/A 코드 

수신기의 동작 방법.

청구항 95.
제 92 항에 있어서, 같은 위성을 나타내는 위성 특정 세트의 세그먼트의 차동 시간 지연은 도시 환경에서 일시적으로 

엄폐되는 위성에 대한 최대 예상 시간 지연 에러에 비해 적게 나타나는 GPS C/A 코드 수신기의 동작 방법.

청구항 96.
제 88 항에 있어서, 상관 단계는, 상기 위성 특정 세트를 선택하므로써 다른 위성을 추적하여 n 개의 다른 위성의 정

수 분수를 나타내는 GPS C/A 코드 수신기의 동작 방법.

청구항 97.
제 88 항에 있어서, 상기 위성 특정 세트를 선택하므로써 n/2 개의 위성을 추적하여 n/2 개의 다른 위성을 나타내는 

단계를 추가적으로 포함하는 GPS C/A 코드 수신기의 동작 방법.

청구항 98.
제 88 항에 있어서,

위성 특정 세트를 선택하므로써 위성을 포착하여 같은 위성을 나타내고;

같은 위성을 위하여다른 세트의 시간 지연 세그먼트에 대한 상관 단계를 반복하는; 것을 추가적으로 포함하는 GPS C

/A 코드 수신기의 동작 방법.

청구항 99.
제 88 항에 있어서, x, m 및 n은 매 C/A 코드 주기 당 코드 칩의 숫자의 각각의 소수 인자인 GPS C/A 코드 수신기의 

동작 방법.

청구항 100.
제 88 항에 있어서, 이전 세그먼트의 하나의 비트를 연속적으로 변화시키므로서 m/2 개의 다르게 시간 지연된 세그

먼트의 시리즈를 형성하여 다음의 세그먼트를 형성하는 것을 추가적으로 포함하는 GPS C/A 코드 수신기의 동작 방

법.

청구항 101.
제 100 항에 있어서, 각 비트는 C/A 코드 칩의 1/2을 나타내는 GPS C/A 코드 수신기의 동작 방법.

청구항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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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8 항에 있어서, 조종 정보의 결정하는 단계는, 그 사이에 상관 값의 크기에 대한 두 개의 동등한 상관 값의 크기를

비교하여 프롬프트 지연을 선택하는 단계를 추가적으로 포함하는 GPS C/A 코드 수신기의 동작 방법.

청구항 103.
제 102 항에 있어서, 상기 동등한 상관 곱의 크기가 그 사이의 피크 상관 값의 반 에 비해 적은 것과 동등한 경우 상기

동등한 상관 값으로 나타난 시간 지연 사이의 하프 웨이에 비해 크게 되는 프롬프트 지연을 선택하는 단계를 추가적

으로 포함하는 GPS C/A 코드 수신기의 동작 방법.

청구항 104.
제 102 항에 있어서, 상기 동등한 상관 곱의 크기가 그 사이의 피그 상관 값의 반에 비해 큰 것과 동등한 경우 상기 동

등한 상관 값으로 나타난 시간 지연 사이의 하프 웨이에 비해 적게 되는 프롬프트 지연을 선택하는 단계를 추가적으

로 포함하는 GPS C/A 코드 수신기의 동작 방법.

청구항 105.
제 88 항에 있어서, 디지털 세그먼트 값을 산출하는 단계는,

제 1 비트 율에서 상기 접수된 콤포지트를 샘플링하고,

제 1 콤포지트를 디지털화하여 필터링하여 제 1 비트 율에 비해 실질적으로 낮은 비트 율에서 상기 디지털 세그먼트 

값을 산출하는; 단계를 추가적으로 포함하는 GPS C/A 코드 수신기의 동작 방법.

청구항 106.
제 88 항에 있어서, 코드 주기의 시리즈에 대한 상관 단계를 중단시키므로써 수신기 에너지 소비를 줄이는 단계를 추

가적으로 포함하는 GPS C/A 코드 수신기의 동작 방법.

청구항 107.
제 106 항에 있어서, 중단 코드 주기의 시리즈는 내부 수신기 클록에 요구되는 시 간에 비해 적어서 하나의 특정 위성

에 관련된 시간 지연 세그먼트의 시리즈에 의해 나타나는 시간 지연을 흘려보내게 되는 단계를 추가적으로 포함하는 

GPS C/A 코드 수신기의 동작 방법.

청구항 108.
제 107 항에 있어서, 중단 단계는, 상기 특정 위성의 레플리카와 주기적으로 상관시키므로써 내부 클록을 갱신하는 G

PS C/A 코드 수신기의 동작 방법.

청구항 109.
제 108 항에 있어서, 주기적으로 상관시키는 단계는, 복수 개의 위성 특정 레플리카와 상관시키므로써 조종 정보를 

갱신하는 GPS C/A 코드 수신기의 동작 방법.

청구항 110.
제 108 항에 있어서, 복수개의 위성 특정 레플리카와 상관시키므로써 오퍼레이터 간섭에 대응하는 조종 정보를 갱신

하는 단계를 추가적으로 포함하는 GPS C/A 코드 수신기의 동작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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