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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내용 없음.

대표도

도1

명세서

[발명의 명칭]

정확도가 향상된 비행체 위치 설정 시스템

[도면의 간단한 설명]

제1도는 본 발명의 한 실시예내의 설비와 사용자 비행체의 배열상태를 개략적으로 도시한 도면이다.

제2도는  사용자로부터  비행체  위치  설정  위성까지의  단위  벡터에  의해  형성된 사면체(tetrahedron)
를 도시한 도면이다.

제3도는 간략화를 위한 단일 사용자 지상 증강국,  위성 중계기 및  지상 기저국을 도시한,  본  발명의 
한 실시예의 설비들의 개략도이다.

제4도는 사용자 고도에 대한 증강국 위치 및 유효 범위를 도시한 그래프이다.

제5도는  높은  고도에  배치된  지상  증강국을  도시한,  남부  캘리포니아  지역에  대한  지상  증강국 배치
의 예시적인 분포도이다.

제6도는 기본적 지상 증강국 GDOP  능력에 1개의 위성을 추가한 GDOP  향상  상태를 도시한,  제4도의 8
개  지상  증강국에  대한  경도의  함수로서  위도  33°40′에서의  기하학적  정확도  약화(GDOP)의 그래프
이다.

제7도는  0피트,  1000피트의  지역  상의  지상  증강국  높이에  대한  항공기  고도  유효  범위의  함수로서 
본  발명에  대한  지상증강국을  전국적으로  배치하기  위해  한  실시예에서  요구된  위치수를  도시한 그
래프이다.

제8도는  본  발명의  따른  실시예에서  미합중국  배치에  대한  위치수의  유도에  관련된  기하학적  관계를 
도시한 도면이다.

제9도는 본 발명에 따른 지상 증강국의 부품들의 배열 상태를 도시한 개략도이다.

제10도는  본  발명에  따른  실시예의  사용자  비행체에  대한  전자  송신기  시스템의  부품들의  배열 상태
를 도시한 개략도이다.

제11도는 본 발명에 따른 한 실시예의 위성부내의 부품들의 배열 상태를 도시한 도면이다.

제12도는 본 발명에 따른 한 실시예의 지상 기저국의 부품들의 배열 상태를 도시한 도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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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배경]

본  발명은 비행체 위치 설정 시스템에 관한 것으로,  더욱 상세하게 말하자면 종래의 위성 또는 지상
국  설비에만  전적으로  의존했던  것보다  우수한  위치  정확도를  제공하도록  위성  미  지상국  설비의 사
용을 기초로 한 항공 교통 관제 환경에서 유용한 비행체 위치 설정 시스템에 관한 것이다.

항공  교통량이  증가함에  따라,  항공기  간의  간격을  줄임으로써  국가  차원에서  관제된  공간의  유용한 
용량을  증가시키는  것이  바람직하였다.  미합중국  내의  항공  교통  관제  시스템은  일차적으로  항공 교
통의  안전성을  고려한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항공기  위치의  불확실성은  항공기  간의  넓은  간격 요
구로  직결된다.  더욱이,  주로  레이더에  기초를  둔  현재  시스템은  항공기를  식별하기  위해서  선정된 
코드로  파일로드에  의해  셋트되어야  하는  항공기  탑재  트랜스폰더의  사용을  요구한다.  항공기가 모
드  C트랜스폰더를  탑재하고  있으면,  고도는  트랜스폰더의  신호로  질문(interrogating)레이더에 전송
될  수  있지만,  이러한  고도  신호는  레이저  트랜스폰더  외에  항공기에  장착된  고도  엔코더를  필요로 
한다.  레이더  유효  범위(coverage)는  미합중국  전역에  걸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인구 
밀도가  높은  지역  또는  빈번한  온-루트(on-route)  비행  지역에  집중된다.  그  결과,  항공  교통  관제 
시스템은  레이더  유효  범위가  미치지  않고,  파일로트의  위치  보고에  의해서만  항공기를  배치할  수 
있는 영역에서 그 능력이 크게 제한된다. 그 결과, 항공기 간의 간격이 커야 한다.

현재  항공  교통  관제  시스템에서,  항공기의  위치  설정은  증강된  레이더  디스플레이에  기초하여  간격 
및  충돌  경보를  제공하는  항공  교통  관제  담당자에게  제공된다.  소정의  컴퓨터화된  충돌  경보 시스
템이  유용하지만,  이러한  시스템은  매우  혼잡한  지역내에서  유용하지  못한데,  그  이유는  레이더 시
스템의  위치  설정의  정확도  및  항공기의  성능  엔벨로프가  여러  허위  경보를  발생시키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위치  설정  정확도가  빈약하면,  항공  교통  시스템  용량  및  혼잡한  공간내에서  계산된  충돌 
경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감소하게 된다.

1982년  11월  16일자로  허여된  미합중국  특허  제4,359,733호에  기술된  것과같은  지오스타 시스템
(Geostar  System)과  같은  위성을  기초로한  비행체  위치  설정  시스템은,  기존  항공  교통  관제 시스템
의 정확도 및  용량 문제점을 해결하고,  적합한 전자 장비를 갖춘 항공기에 대한 항공기 위치 설정의 
컴퓨터  결정으로부터  유도된  정보에  기초를  두고  파일로트에게  잠재적  충돌을  자동적으로  보고하기 
위해  제안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시스템은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비교적  비싼  비행체 
장비  및  복잡하고  비싼  위성시스템을  요구하였다.  더욱이,  이들은  수개의  위성을  사용함으로써 레이
더를  기초로  한  시스템에  비해  향상된  정확도를  제공할  수  있고  미합중국  전지역을  커버할  수 있지
만,  이러한  시스템은  비행체  이동으로부터  유도된  위치의  쌍곡선의  작은  교차각으로  인한  기하학적 
정확도  약화(Geometric  Dilution  of  Precision;  GDOP)의  영향을  받는다.  지구  정지  궤도  상에  있는 
위성  중게기(repeater)시스템의  경우에는,  전형적으로  GDOP  계수가  100보다  크다.  지상  중계기로 구
성된  시스템은  고도면  내에서  유사한  GDOP  문제점을  갖게  되는데,  이러한  시스템에  대한  위치 라인
들의 교차각이 작기 때문이다. 이 GDOP 크기는 항공기간의 요구된 간격보다 커야 한다.

상기  설명으로부터,  종래의  위성기초  시스템이나  지상국  기초  시스템이  차세대  항공  교통  관제 시스
템의  위치적  정확도  및  가격  필요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한다는  것이  명백해진다.  이러한  시스템은 
항공  수송  및  우주  수송  부품들의  가격  및  복잡성을  최소화시켜야  하고,  미합중국  전역을  커버하는 
반면에 비교적 적은 수의 지상국을 필요로 해야 한다.

[발명의 요약]

본 발명은 1986. 8.27자, 새기(Sagey)등에 의해 출원되고 휴우즈 에어크라프트 캄파니(Hughes 
Aircraft  Company)에게  양도되었으며  본  명세서에  참조된  미합중국  특허  출원  제06/901,086호내에 
기술된  시스템과  같은  개량된  위성  기초  비행체  위치  설정  시스템(VLS)을  제공한다.  본  발명에  따른 
기본적인  VLS  시스템은  비행체에  배치된  송신기로부터  엔코드된  메시지를  수신하는  적은  수의 간단
한  트랜스폰더  위성에  의존하고,  이들을  공통  기저국에  재송신한다.  사용자  비행체의  위치는  위성에 
의해 중계된 신호들의 도달 시간차(TDOA)로 부터 유도된다.

본  발명은  비행체로부터  수신된  신호의  재송신을  정확히  지연시키는  무인  전략적  시상  증강국의 사
용을  포함한다.  지상  증강국은  송신되고  있는  특정한  지상  증강국을  식별하기  위해  추가된  데이타 
신호와  함께  신호를  위성에  재송신한다.  “곡관  파이프(bent  pipe)”  트랜스폰더로서  작용하는 위성
은  위성  및  지상  증강국의  공지된  기하학적  형태,  및  수신된  신호의  TDOA를  기초로  하여  비행체의 
위치를  계산할  수  있는  능력을  사용하는  공통  지상  기저국에  이  정보를  재송신한다.  상기  시스템을 
사용함으로써,  전적  지상기초,  또는  전적  공중  기초  시스템내에  존재하는  큰  기하학적  정확도 약화
(GDOP)는  위성  기초  시스템의  일정한  시간  지연의  얕은  라인상에  지상  기초  시스템의  일정한  시간 
지연의  가파른  라인을  중첩시킴으로써  극적으로  감소되므로,  이동  비행체의  위치를  더욱  정확히 측
정하게 된다.

본  발명에  따른  하이브리드  시스템은  위성에  배치된  중계기만으로  구성되는  시스템에  비해  매우 감
소된  GDOP를  제공하도록  1개의  지상  증강국  및  3개의  위성에서의  항공기  신호  수신  및  재송신 기능
을  이용한다.  더욱이  항공기가  2개의  지상  증강국의  범위내에  있으면,  사용자  항공기가  단지  1개의 
지상 증강국의 범위 내에 있을 때에 비해 GDOP  계수가 더욱 감소된다.  최고 정확도(및  최저 GDOP)는 
공항의  터미날  관제  영역(TCA)을  둘러싸는  약  7개의  지상국을  갖고  있는  과도  결정(즉,  풍부한  항행 
데이타)시스템  내에서  발생한다.  공통  기저국  컴퓨터는  최저  GDOP에  대한  최적  기하학적  형태를 발
생시키는 신호 셋트를 선택할 수 있다.

본  발명은  비행체  특유의  코드를  사용하도록  설계되고,  각  항공기에  탑재된  간단하고  저렴한 송신기
를  사용한다.  이  송신기는,  공항에서  활주로  상을  활주하고  있는  때를  포함하는,  항공기가  동작되고 
있는  전체  시간을  연산하도록  설계되지만,  활주  동작  중에,  듀티  사이클은  양호한  실시예에서 비교
적  길게  되도록  선택된다.  모든  신호들은  고도의  해상도(resolution),  및  다수의  항공기들로부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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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첩  신호들간의  양호한  식별을  달성하기  위해  분산  스펙트럼  의사  잡음  변조를  사용하는  단기간 펄
스이다.  이  파형설계는  상술한  미합중국  특허  출원  제06/901/086호내에  사용된  것과  비교될만  하다. 
그러므로,  본  발명의  송신기는  항공기가  동작되고  있는  동안에  각  항공기를  식별하는  수단을 제공하
는  한편,  이  송신기의  간략성은  이  시스템내에서의  불필요한  항공기  운용  비용을  없앤다.  또한, 항
공기는,  파일로트의  항공기와  다른  항공기의  잠재적  충돌  위험을  파일로트에게  경고하도록  설계된 
메시지를  수신할  수  있는  충돌  경보  수신기를  갖출  수  있다.  충돌  경보  시스템은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제안된  동작  경로를  파일로트에게  제공하기  위한  수단을  사용한다.  이러한  충돌  방지  메시지는 
이  시스템  내의  모든  비행체의  위치와  투사  위치,  및  기저국  내의  중앙  컴퓨터  내에  프로그램된 여
러 충돌 방지 범위의 계산에 기초를 두고 있다.

사용자  비행체에  의해  송신된  신호는  송신기의  시선(line  of  sight)  및  범위  내의  1개  이상의  위성 
및  다수의 지상국에 의해 수신된다.  송신기의 주파수는 비행체와 위성 및  지상국 간의 신뢰할 수 있
는  시선  통신을  제공하도록  선택된다.  이  시스템의  위성부는  어떤  방식으로도  신호를  처리하지 않고
서  비행체로부터  수신된  신호를  원격  지상  기저국으로  중계하기  위해  “곡관”트랜스폰더를 제공하
는  동기  고도에  배치된  비교적  간단한  위성을  사용한다.  위성들은  트랙되고,  이들의  정확한  위치는 
전용  트랙킹국  또는  위성  트랙킹  회로망과  같은  별도  수단에  의해  결정된다.  위성은  비행체로부터 
수신된  신호들을  좁은  비임으로  지상  기저국에  배치된  안테나에  재송신한다.  지상  기저국은  다수의 
좁은  비임  수신  안테나를  사용하는데,  그  각각의  안테나는  각각의  위성에  지정되어  있으므로 위성들
은  모두  서로  간섭하지  않고서  유사한  주파수에서  동작할  수  있다.  선택적으로,  상이한  주파수들이 
각 위성에 할당될 수 있고, 이들의 신호들은 넓은 단일 비임 안테나에 의해 수신될 때 분리된다.

다수의  지상  증강국들은  비행체의  유효범위를  제공하고,  비행체  송신기의  송신  신호를  수신하기 위
해  미합중국  전역에  배치된다.  각  지상  증강국은  (1대  이상의  항공기로부터의  동시  송신  및  수신을 
허용하기  위해)비행체로부터  수신된  신호들을  새로운  주파수로  재송신하여,  이  신호를  지상국  식별 
신호에  중첩시키게  된다.  재송신  시간은  측정  시스템의  완전성이  유지되도록  정확히  제어된다.  지상 
기저국은  위성  및  여러  지상  증강국의  공지된  위치  및  사용자  비행체로부터  위성으로  직접  송신된 
신호들  및  지상  증강국을  통해  중계된  신호들의  도달  시간차(TDOA)에  기초한  사용자  비행체의 위치
를 계산한다.

본  발명에 따른 비행체 위치 설정 시스템의 위치 설정 정확도는 상당히 향상되는데,  이때 모든 위성 
또는  모든  지상  기저국들에  관련된  기하학적  정확도  약화(GDOP)가  상당히  감소하게  된다.  이  GDOP 
감소는 가능한데,  그  이유는 지상국에 대한 일정 시간 지연의 쌍곡선과 위성에 대한 일정 시간 지연
의  쌍곡선의  교차각이  대부분의  유용한  기하학적  형태에  대해  위성으로부터  위성까지,  또는 지상국
으로부터 지상국까지의 교차각 보다 상당히 크기 때문이다.

이러한  교차각이  90°에  접근하면,  시간  지연  측정  정확도에  관련된  에러들은  크게  감소  되는데,  그 
이유는  이러한  에러들이  발생된  쌍곡선의  증가된  반경  내에서  나타나기  때문이다.  쌍곡선들이  얕은 
각으로  만나면,  불확실  영역은  이들이  비교적  가파른  각으로  만날때보다  더  크고,  불확실  영역은 교
차각이  90°일때  최소화된다.  본  발명은  이  향상된  정확도를  제공하는  한편,  시스템의  비행체  탑재 
및  지상  기재  소자들의  사용을  최소화시키는데,  그  이유는  위치를  유도하고  잠재적  충돌을  결정하기 
위해  설계된  소수의  중앙  프로세싱  기저국을  제외하고는  이  설비들  중  어느  것도  복잡한  전자  장치 
또는 계산 능력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본  발명의  시스템은  종래의  시스템에  비해  정확도가  상당히  향상되고,  가격이  저하된다. 
이하, 첨부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의 특징 및 장점에 대해서 상세하게 기술한다.

예시적인  도면에  도시한  바와같이,  본  발명은,  위성  및  지상  기저국의  공지된  기하학적  형태의  위치 
및  지상국에서의  다수의  신호들의  수신  간의  시간차를  기초로  하여,  사용자  비행체의  송신기로부터 
송신된  신호들을  비행체의  위치  계산이  행해지는  지상  기저국으로  중계하는  위성  기초  트랜스폰더와 
지상  기초  트랜스폰더를  사용하는  비행체  위치  설정  시스템  내에서  실시된다.  본  발명은  사용자 비
행체의  장비,  지상국  및  위성  시스템의  무선  주파수  송수신  장치는  비교적  저렴하고  간단한 기기들
을 사용하고,  1개  또는  그  이상의 비교적 크고 복잡한 지상 기초 설비로 계산 및  충돌  리솔루션 능
력을  집중시킨다.  전적으로  위성에  기초를  두었거나  전적으로  지상에  기초를  둔  이전의  비행체  위치 
설정  시스템은  요구된  비행체  위치  설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사용자  비행체  및/또는  위성에 배
치된 비교적 많은 수의 복잡한 전자 어셈블리 및 컴퓨터 시스템을 요구하였다.

이러한  이전의  시스템에  관련된  한가지  문제점은  위성들이  지구동기(geosynchronous)궤도에  있는 위
성  시스템  내의  사용자  비행체에  대한  일정  시간  지연  쌍곡선의  비교적  얕은  교차각에  관련된 GDOP
이다.  이러한  시스템을  사용하면,  사용자  비행체로부터  위성에,  또는  이와  반대로  위성으로부터 발
생되는  신호로부터  사용자  비행체에  신호가  도달하는  시간을  측정할  때의  에러는  이  기하학적 형태
로  인해  큰  에러를  발생시킨다.  이와  유사하게,  전적  지상  기초  시스템은,  사용자  비행체와  다수의 
기저국들  간의  적합한  기하학적  형태가  선택될  수  있도록  매우  많은  수의  지상  기저국들이  사용되지 
않은 한 지역적 유효 범위를 비교적 제한하고, GDOP 에러가 발생한다.

사람이  탑승하지  않은  원거리의  항공기  또는  우주선에서  비행체의  위치를  계산하는  시스템은,  본 발
명의 개념에 비해 상당히 크고 비용이 많이 드는 계산 능력을 포함해야 한다.

제1도는  사용자  비행체(2)가  무지향성  안테나(6)을  통해  주파수 F1 의  신호(4)를  송신하는  본  발명의 

기본적인  배열  상태를  도시한  것이다.  이러한  신호는  위성(8)  및  지상  증강국(10)에  의해  수신될  수 
있다.  지상  증강국(10)은  사용자(2)로부터  주파수 F1 로  수신된  신호들을  정확한  시간  지연  후 증강

국 식별 신호와 함께 주파수 F2 로  위성(8)에  재송신한다.  위성(8)은  주파수 F3 의  신호를 지상 기저국

(14)의  안테나(12)에  재송신한다.  지상  기저국(14)는  위성(8)  및  지상  증강국(10)에  의해 트랜스폰
드된  신호들의  도달  시간  지연(TDOA),  및  각  지상  증강국  및  위성의  공지된  위치를  기초로  하여 사
용자  비행체(2)의  위치를  계산할  수  있는  능력을  포함한다.  그러므로,  본  발명은  지상 기저국(14)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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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터  떨어진  시스템의  모든  소자에  관련된  비용  및  복잡성을  최소화시키고,  항공  교통  관제 시스템
으로  비행체의  위치  설정에  관한  단일  정보  소스를  제공한다.  항공기  소유자  선택에  따라,  각 항공
기는  현재  위치  및  다른  사용자  비행체와의  잠재적  충돌  위험  표시를  비행체에게  제공하기  위해 중
앙 지상 기저국(14)로  부터의 정보를 수신하여 디코딩할 수  있는 수신기를 갖출 수  있다.  이러한 신
호는 사용자 비행체의 수신 범위내의 위성 또는 선택된 지상 증강국에 의해 중계될 수 있다.

상술한  설명으로부터,  본  발명은  가격이  비행체에  탑재되어  계산을  수행하는  시스템에  비해 극적으
로  감소되어,  적은  경제적  부담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중요한  장점을  가진다.  그러므로,  본  발명은 
모든  사용자들이  트랜스폰더를  갖출  수  있으므로,  공중  안전성을  촉진시킬  수  있고,  안전성  및  실시 
가능성이 증가된 국가적 공역(airspace) 시스템의 일부로 될 수 있다.

본  발명의  다른  중요한  장점은  대규모로  배치된  위성(예를  들어,  GPS  시스템)으로  부터의  거리의 매
우  정확한  측정  및  다른  복잡한  보조  장치에  의존하지  않고서  다른  시스템에서  얻을  수  없는  위치 
설정의  정확도를  본  발명의  비교적  간단한  시스템에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이다.  쌍곡선  항행 시스템
의  고정  위치와  소자들간의  일반화된  기하학적  형태에  대한  GDOP는  균일하게  전달된  신호  수신  시간 
사이의 차로부터의 위치계산에 기초를 두고 있다.

[기하학적 정확도 약화]

소정의  무선  항행  시스템의  성능에  대한  기하학적  형태의  영향은  GDOP로  표현된다.  위성  기초 시스
템의 경우에, GDOP는(소정의 고도 입력의 경우에) 다음과 같이 표현될 수 있다.

여기서,

및

이다.  li,  mi,  ni는  사용자로부터  i번째  위성까지의  방향  코사인  값이고,  첨자  “a”는  고도계 보조
를 의미하며, u는 임의 의사범위 에러에 대한 고도 에러의 비이고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

후술하는  바와  같이,  여기서  유도된  GDOP의  배치는  고정  고도  입력  에러에  기초를  두고  있지만, 이
러한  가정은  사용자로부터  지상  증강국까지의  링크가  위성  또는  지상  기저국에서의  TDOA의  직접 측
정에 비해 사용자 고도의 계산을 향상시키는 본 발명에 직접 관련된다.

GDOPa에 대한 식을 배치시킬 수 있고, 폐쇄형 해를 얻을 수 있다.

식 (7)을 (1)에 대입하면,

15-4

92-010026



로 되고, 여기서 t=트레이스(d)이다. 대수 조작을 하면

로  된다.  여기서,  aij는  사용자로부터  고도계와  함께  사용된  3개의  위성까지의  방향  코사인 함수이
다. 이 관계는 다음 방정식들과 같이 된다.

이와 유사하게, 식 (6)가 식 (7)을 결합시킴으로써, 다음과 같이 된다.

그러므로, GDOPa에 대한 해는 식(8) 내지 식(11)에 의해 폐쇄형태로 주어진다.

식(11)내에  주어진 D
2
에  대한  식을  보면  몇가지  흥미로운  인수가  있다.  이들이  ni방향  코사인값과 

무관하다는  것을  금방  명백해진다.  이  사실은  ni방향  코사인값이  국부  수직  방향을  의미하므로, 고
도계  사용에  의해  얻어진  것과  유사한  정보를  발생시키게  되기  때문에  관심의  대상이  된다.  이것은 
D에  대한  식이  4개  점에  의해  형성되는  사면체의  체적에  직접  관련될  때  중요하다.  이  경우에,  4개 
점들을  사용자로부터  3개  위성까지의  단위  벡터,  및  지구  중심에  배치된  의사  위성인  것으로  간주될 
수  있는  고도 기준에 지구 중심에 배치된 의사 위성인 것으로 간주될 수  있는  고도 기준에 의해 정
해진다.  그러므로,  고도  기준의  소정  향상은  감소하는  GDOP에  직접  관련된다.  본  발명은  지상 증강
국을 사용함으로써 GDOP를 개량하는 수단을 제공한다.

더욱이,  이  벡터에  의해  형성된  사면체의  체적이  GDOP의  신뢰할  수  있는  표시자라는  것은  공지되어 
있는 사실이다. 이것은 제2도에 도시한 사면체에 대한 다음 관계식으로부터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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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정의들이 사용된다. 즉,

이므로,

이다.  이것은  식(11)내에  주어진  식과  유사하다는  것을  용이하게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식(11), 식
(12)와 식(14)를 결합시키면,

이다. 그러므로, 사면체의 체적과 GDOPa 사이의 관계가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

t가  거의  일정하다고  가정하면,  사면체의  체적을  최대화시킴으로써  GDOPa를  최소화시킬  수  있다. 상
수  t  가정의  유효성은  참  GDOPa를  사면체의  체적과  비교하는  컴퓨터  시뮬레이션에  의해  검증되었다. 
실제로,  t는  일정하지  않지만,  이것의  변화는  D내의  발산에  비교될때  작게될  수  있다는  것은 공지되
어 있는 사실이다.

상술한  설명으로부터  위성  기초  시스템용  고도계  입력의  에러가  시스템용  큰  GDOP에어로서 전달된다
는  것을  알  수  있다.  지상증강국과의  거리에  의하여  고도를  직접  측정함으로써,  본  발명은  위성 기
초  시스템내에  존재하는  에러를  상당히  감소시키고,  시스템  내의  타이밍  에러에  관련된  GDOP에러를 
감소시킨다.

제3도는  항공기로부터  수신된  신호를  위성에  트랜스폰드하기  위해  지상  증강국을  사용하는  본 발명
의  시스템의  동작을  도시한  것이다.  사용자  비행체(2)는  지상  증강국(10)에서  안테나(20)에  의해 수
신되는  송신  주파수 F1 의  신호를  송신한다.  그다음,  지상  증강국은  위치  I.D.  태그를  메시지에 추가

하고,  정확한  시간  지연  후에  안테나(16)으로부터  주파수 F3 의  메시지를  재송신한다.  주파수 F3 의 신

호는 사용자 비행체(2)로  부터 F1 의  신호를 직접 수신할 수  있고  지상 증강국(10)으로부터 주파수 F3

의  I.D.  태그  메시지를  직접  수신할  수  있는  트랜스폰더를  사용하는  위성(8)에  의해  수신된다. 위성
은  사용자  비행체(2)로부터  수신된  주파수 F1 의  트랜스폰드된  최초  신호,  및  지상 증강국(10)으로부

터  트랜스폰드된  주파수 F3 의  신호로  구성되는  새로운  주파수 F2 의  결합된  메시지를  지상 기저국(1

4)에서의 안테나(22)로 재송신한다.

본 발명에 따른 비행체 위치 설정 시스템은, 지구 표면에 관련된 X,  Y  및 Z내의 위치를 제공하기 위
해서  사용자  비행체가  송신한  신호를  수신하는  4개  이상의  국을  필요로  한다.  이러한  시스템은  1개 
이상의 위성 및  다수의 지상국들로 구성될 수  있는데,  한  양호한 실시예에서,  3개의 위성 군이 다수
의  지상국들과  함께  사용되어  과도  결정된(over-determined)  시스템을  이루기도  한다.  이러한 기하
학적  형태내에서,  2개  이상의  지상국이  항공기의  수신  범위  내에  있어야  하고,  수신된  신호를 위성
군 중  2개  이상의 위성에 재송신할 수  있어야 한다.  선택적으로,  비교적 많은 지상국들이 비교적 적
은  위성과  함께  사용될  수  있으므로,  최소한  4개  이상의  기하학적으로  분리된  수신  위치의  범위가 
유용하게  된다.  요구된  최소수를  초과하는  수신  위치의  추가는  시스템의  정확도를  향상시키고, 관찰
된 GDOP를 감소시킨다.

제4도는  전형적인  지상  증강국  유효  범위를  도시한  것이다.  그래프로  도시한  바와  같이,  국의 시선
(LOS)  범위는  사용자  고도,  증강국  고도,  및  증강국들간의  거리의  함수이다.  그러므로,  사용자에 대
한  국의  유효  범위는  100피트를  초과하는  사용자  고도의  경우에  도시된  국  기하학적  형태의  경우에 
25마일  정도이다.  1000피트  이상의  사용자  고도가  시스템  최소값(항공  교통이  착륙  또는  이륙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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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면  이  고도  이하로는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인구  조밀  영역내의  항공  교통용으로  가정)으로서 
사용되며, 150마일 정도의 유효 범위가 도시한 기하학적 형태로 달성될 수 있다.

제4도의 기하학적 형태,  및  상술한 GDOP에  대한 수학적 기준을 사용하면,  GDOP는  본  발명에 따른 대
표적인  “모든  위성”시스템에  대해  계산되었다.  이  결과는  제4도의  기준점  및  지상  증강국들간의 
위도 중간에 대해 표 1  및  표  2에  기재되어 있다.  이  계산값들은 본 발명으로 얻을 수 있는 GDOP의 
극적  감소를  명확히  나타낸다.  표  1  및  2에  GDOP수로  표시된  바와  같이,  이  감소는  4위성  시스템이 
본  발명에  다른  3위성+2지상  증강국  형태에  비교될때의  전형적인  기하학적  형태인  경우에  약  30,000 
: 1이다.

[표 1]

[표 2]

제6도는  제5도에  도시한  이러한  지구국들이  예시적인  분포상태로부터  선택된  국들을  갖고  있는  지구 
지역 상의 여러 높이의 지구국들을 사용하는 전적 지구 지초 시스템에 대해 게산된 GDOP  대  경도 관
계를  도시한  것이다.  1개  위성을  시스템에  추가시키는  것에  관련된  개량점을  도시한  곡선도 도시되
어 있다.  제5도내의 곡선이 나타내는 바와 같이,  지상 증강국의 높이는 모든 지상 기초 시스템에 대
한  GDOP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단일  위성이  제4도에  도시한  지상  기초  기하학적  형태에 
추가될  때,  GDOP는  도시한  지상  증강국  기하학적  형태로  도시한  경도  내에서  2.0미만으로  극적으로 
향상된다.  그러므로,  최소한  1개  이상의  위성을  사용자  비행체의  통신  시선  내의  3개  이상의  지상 
증강국과  결합시키면,  모든  지상  기초  시스템에  비해  이러한  기하학적  형태에  관련된  GDOP의  크기가 
거의  2십진단위  만큼  개선된다.  이와  유사하게,  2개  이상의  위성군과  함께  다수의  지상  증강 위치들
이 사용되면, 모든 위성 시스템에 대해 발생하게 되는 GDOP가 극적으로 감소된다.

제7도는,  1,000피트의  증강국  높이와  지상  레벨,  및  1,000피트와  10,000피트  사이에서  변하는 사용
자 비행체 고도에 대해 항공기로부터의 시선 유효 범위를 미합중국 전역에 걸쳐 있는 2개  이상의 증
강 위치에 제공하는데 필요한 지상 증강 위치수를 도시한 것이다.  이  곡선으로부터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요구된  증강국들의  수는  증강국에  대한  고도가  지형  위의  1,000피트  만으로  선택되는  경우에 
극적으로  감소된다.  실제로,  이러한  고도는  대부분의  지형상의  최고  높이의  변화가  극히  작은  경우 
불필요할  수도  있고,  험한  지형의  근방에서는  보다  높은  높이가  필요할  수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
로,  증강국 높이의 증가는 소정의 지리적 영역 내의 위치 설정에 요구되는 국의 수를 감소시키게 된
다.

제8도는  본  발명의  지상  증강국에  대한  미합중국  대륙(CONUS)내의  배치  위치  수를  유도하기  위한 기
하학적  공식을  도시한  것이다.  CONUS가  제7도에  도시한  바와  같이  폭이  3,000마일이고  높이가 1,500
마일인  사각형으로  표시되면,  지상  증강국들간의  간격은 RH 로  표시될  수  있고,  국들의  수는 식

(여기서, RH는 =시선  범위(마일)이다]로 

표시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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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도는  본  발명의  지상  증강국(10)의  한  실시예에  관련된  기본적인  블럭도를  도시한  것이다. 클럭
(24)는  시간  기준값을  고정  시간  지연  회로(26),  지점  I.D.  해독  전용  메모리(ROM  :  28)  및  타이밍 
수신기(30)에  제공한다.  시간  지연  회로(26)의  출력은  사용자  송신기의  출력의  주파수에  동조된 수
신기(36)으로부터의  신호를  수신하는  데이타  검출기(34)에  의해  구동되는  데이타  레지스터(32)에 입
력된다.  이  신호들은  변조기(40)의  출력  동기를  유지시키기  위해  합산기(38)에  의해  합산된다.  전력 
증폭기(42)는  변조기(40)에  의해  구동되고,  발생  신호를  위성(8)(제3도)에  전송하기  위해 안테나
(16)에 출력시킨다.

제10도는  본  발명의  사용자  비행체의  탑재  송신기의  한  실시예에  대한  기능들의  배열  상태를  도시한 
것이다.  탑재  송신기(44)는  증폭기(50)에  공급된  다음  안테나(6)에  공급된  출력  신호를  제공하기 위
해  발진기  클럭  기준  유니트(46)  및  신호  엔코더(48)을  포함한다.  송신기(33)로부터  송신된  신호의 
파형은  송신기로부터  지상  증강국(10)  및  위성(8)의  트랜스폰더를  통해  지상  기저국(14)에  송신된 
신호의  정확한  도달  신호를  측정할  수  있도록  신중히  제어되어야  한다.  항공기로부터  송신된  신호의 
파형은 상술한 “비행체 위치 설정 시스템”이란 명칭의 특허 출원서내에 사용된 것과 동일하다.

제11도는  본  발명  내에  사용될  위성(8)에  대한  부품들의  배열  상태를  도시한  것이다.  이러한 위성들
은  소정의  사용자  비행체가  2개  이상의  위성을  볼  수  있도록  미합중국  상의  적도  부근의  고도에 간
격을 두고 배치되는 지구 정지 궤도 위성일 수 있다. 본 시스템의 위성은 사용자 비행체 및 지상 증
강국으로부터  수신된  신호용  “곡관”  증폭기  및  트랜스폰더로  되도록  설계된  C  대역  또는  다른 적
합한  주파수  트랜스폰더(52)를  사용한다.  위성은  안테나(54)에서의  이러한  송신  신호용으로  사용된 
주파수 F1 , F3 의  지상  증강국 및  사용자 비행체로부터의 송신 신호를 수신하고,  단일  주파수 F2 의 신

호를  안테나(56)를  통해,  측정된  시간지연을  기초로  하여  사용자  비행체를  위치  설정시키는데 요구
된  계산  능력이  존재하는  지상  기저국(14)에  재송신한다.  트랜스폰더  시스템은  안테나(54),  및 주파
수 F2 로  안테나(56)을  통해  재송신하기 위한 주파수 F 1  및 F3 의  입력을 포함하는 합성 신호를 출력시

키는  하이브리드  송신기(62)로의  입력으로  신호  F1  및  F3을  변환시키기  위한  주파수  변환기(60)에서 
수신된 주파수 F1 , F 3  별도로 프로세스하기 위해 저  잡음  수신기(58)을  사용한다.  그러므로,  본 발명

의  위성  부품은  위성내에  복잡한  전자  장치  또는  부품들을  배치시킬  필요성이  없으므로,  비행체 위
치 설정 시스템을 배치하는데 요구되는 총 비용을 감소시키게 된다.

제12도는  본  발명의  기상  기저국(14)의  배열  상태를  도시한  것이다.  무선  주파수  수신기  부(64)는 
각각의  위성에  동조되고,  좁은  주파수  대역  및  각  송신  신호를  수신하기  위한  안테나(72,74,76)을 
통해  신호를  각각  수신하는  수신기(66,68,70)을  포함한다.  기저국의  상관부(78)은 수신기(66,68,7
0)의 출력을 각각 수신함으로써 TDOA 프로세서(86)으로의 입력들을 프로세스하기 위해 상관기
(80,82,84)를  사용한다.  이  데이타는  사용자의  위치가  TDOA  신호들을  기초로하여  계산되는  데이타 
프로세싱  디지탈  컴퓨터(88)에  출력된다.  이  위치들은  사용자에  의한  비행체  어드레스  및  위치의 억
세스를  제공하는  모뎀(92)를  포함하는  사용자  인터페이스  모듈(98)에  출력될  수  있다.  또한,  데이타 
프로세싱  컴퓨터는  조작자  디스플레이/제어  콘솔(94)에  의해  제어되고  억세스될  수  있고  TDOA 프로
세서(86)을 제어할 수 있다.

상술한  설명으로부터,  본  발명은  전적  지상  기초  비행체  위치  설정  시스템  또는  전적  위성  기초 비
행체  위치  설정  시스템에서  얻을  수  있는  것보다  상당히  우수한  위치  정확도를  사용자  비행체에게 
제공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더욱이,  본 발명은 사용자 비행체 위성 및 지상 증강국용 시스템 부품 
비용을  최소화시키는  한편,  비교적  적은  수의  지구  기저국내에  계산장치  및  복잡한  기기들이 집중적
으로  위치한다.  또한,  이  시스템은  위치  및  잠재적  충돌  데이타에  관련된  정보를  적합한  수신기를 
갖추고  있는  사용자  비행체에게  송신하기  위한  수단을  사용할  수  있다.  본  발명은  본  발명의  원리 
및 범위를 벗어나지 않고서 여러가지 형태로 변형될 수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사용자  비행체(2)에  탑재되고,  상기  사용자  비행체  고유의  신호를  주기적으로  송신할  수  있는 송신
기(44),  다수의  지상국  및  1개  이상의  위성을  포함하는  사용자  비행체(2)의  위치를  설정하기  위한 
비행체  위치  설정  시스템에  있어서,  상기  지상국이  상기  사용자  비행체(2)로부터  상기  신호를 수신
할  수  있고,  이  신호를  선정된  시간  지연을  가지고  재송신할  수  있는  다수의  지상  증강국(10)을 포
함하고,  상기  위성(8)이  상기  사용자  비행체(2)로부터  송신된  상기  신호  및  상기  지상  증강국(10)에 
의해 재송신된 상기 신호를 수신할 수  있고,  상기 수신된 신호들을 결합한 단일 합성 신호를 재송신
할 수  있으며,  상기 지상국(10)이  상기 위성(8)로부터 상기 합성 신호를 수신할 수  있고,  사용자 비
행체(2)로부터  송신된  신호들이  직접  위성(8)에  도달하는  시간과  지상  증강국(10)을  통해  지연된 신
호들이  위성(8)에  도달하는  시간의  차로부터  사용자  비행체(2)의  위치를  계산하기  위한  컴퓨터 수단
(88)을 구비하는 지상 기저국(14)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비행체 위치 설정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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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비행체  송신기가  분산  스펙트럼  의사잡음  디지탈  무선  신호를  송신하기  위한 
수단을 포함하는 디지탈 무선 송신기(44)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비행체 위치 설정 시스템.

청구항 3 

제1항  또는  제2항에  있어서,  각각의  상기  지상  증강국(10)이  특정한  지상  증강국(10)으로부터 재송
신된  신호로서  상기  사용자  비행체(2)로부터  송신된  상기  신호의  상기  재송신을  식별하기  위한 수단
(28)을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비행체 위치 설정 시스템.

청구항 4 

제1항  또는  제2항에  있어서,  상기  위성(8)로부터의  상기  신호를  재송신하기  위한  수단이  좁은  비임 
전자 송신기 안테나(56)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비행체 위치 설정 시스템.

청구항 5 

제4항에  있어서,  지상  기저국(14)에서  위성(8)로부터의  신호를  수신하기  위한  수단이  위성(8)로부터 
좁은  비임  전자  송신  신호를  수신하기  위한  좁은  비임  안테나  수단(12)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비행체 위치 설정 시스템.

청구항 6 

제1항,  제2항  또는  제5항에  있어서,  상기  지상  기저국(14)와  통신하는  다수의  위성(8)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비행체 위치 설정 시스템.

청구항 7 

제6항에  있어서,  상기  지상  기저국(14)가  각각의  위성(8)에  각각  동조되고  그들  각각의  송신된 신호
들을  수신하기  위한  다수의  안테나(72,74,76)을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비행체  위치  설정 
시스템.

청구항 8 

제1항,  제2항,  제5항  또는  제7항에  있어서,  상기  사용자  비행체  송신기(44)가  제1주파수 F1 로 송신

할  수  있고,  상기  지상  증강국(10)이  제2주파수 F2 로  상기  사용자  비행체  신호를  재송신  하기  위한 

수단(40,42)를  포함하며,  상기  위성(8)이  제3주파수 F3 으로  상기  단일  합성  신호를  재송신하기  위한 

수단(62)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비행체 위치 설정 시스템.

청구항 9 

제8항에  있어서,  상기  위성(8)이  상기  제1주파수 F1 로  동조된  제1수신기(58)  및  제2주파수 F2 로 동조

된 제2수신기(58)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비행체 위치 설정 시스템.

청구항 10 

제1항,  제2항,  제5항  또는  제7항에  있어서,  상기  사용자  비행체(2)의  위치를  계산하기  위한  상기 컴
퓨터 수단이 디지탈 컴퓨터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비행체 위치 설정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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