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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발명의 실시예에 의한 GPS 신호 처리시스템은 GPS 신호의 오차 중 공통오차를 보정하는 공통오차 보정벡터를 이용하

여 GPS 신호의 에러를 보정한다.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 의한 GPS 신호 처리시스템은, GPS 신호를 수신하고 상기 수신

된 GPS 신호를 기초로 위치 보정벡터를 산출하는 복수의 네비게이션 장치; 상기 복수의 네비게이션 장치로부터 위치 보정

벡터들을 수신하고, 수신된 위치 보정벡터들을 설정된 구역들 별로 분류하며, 상기 각각의 설정된 구역들에 대해서 해당

구역에 속하는 것으로 분류된 위치 보정벡터들을 기초로 공통오차 보정벡터들을 산출하고, 상기 산출된 공통오차 보정벡

터를 상기 네비게이션 장치로 송신하는 서버를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표도

도 3

색인어

GPS, 전리층, 대류층, 지연, 보정, 평균, 공통오차, 네비게이션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1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의한 GPS 신호 처리시스템을 개략적으로 보여주는 도면이다.

도2는 도1의 실시예에서 차량에 설치되는 네비게이션 장치와 서버를 보여주는 도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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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3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의한 GPS 신호 처리방법을 보여주는 순서도이다.

도4는 네비게이션 장치의 위치 연산부에 의한 위치 보정벡터의 산출을 도식적으로 보여주는 도면이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GPS(Global Positioning System) 신호 처리방법에 관한 것으로, 보다 상세하게는 GPS 신호의 에러를 보정하

는 방법에 관한 것이다.

GPS는 인공위성과 인공위성으로부터 GPS 신호를 수신하는 GPS 수신기(GPS receiver)를 이용하여 특정 지점의 위치를

검출하는 시스템이다.

GPS 수신기는 차량의 항법장치(navigation system)에 이용되기도 한다.

GPS 수신기는 인공위성들로부터 전파(radio signals)를 수신하여 이를 기초로 위치를 결정하게 된다.

그런데, GPS 신호에는 여러 가지의 에러(error)를 가지게 된다.

즉, 인공위성 자체의 문제에 의한 GPS 신호의 에러, GPS 신호의 전송 (travelling) 과정 중에 발생하는 GPS 신호 에러, 및

지상의 장애물에 의한 GPS 신호 에러 등이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GPS 수신기의 클럭 바이어스(clock bias), 인공위성의 클럭 에러(clock error), 인공위성의 위성좌표 에러

(ephemeris error), GPS 신호가 전리층(ionosphere)의 하전 입자(charged particles)를 통과하면서 발생하는 전리층 지

연(inospheric delay), GPS 신호가 대류층(trosphere)에 존재하는 물방울 등을 통과하면서 발생하는 대류층 지연

(tropospheric delay), 지상의 장애물에 의한 반사파 에러(multipath error) 등이 있다.

상기 에러들 중 위성좌표 에러, 전리층 지연, 대류층 지연, 및 반사파 에러 등은 동일한 지역에서는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공통에러(common error)라고 할 수 있다.

보다 정확한 위치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GPS 신호 에러를 적절히 보정하여야 한다.

종래에는, GPS 신호만을 이용하여 에러를 보정하는 방법과, 두 개의 수신기를 이용하는 DGPS(Differential GPS)를 이용

하는 방법이 있다.

GPS 신호만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항법시스템은 트래킹(tracking) 및 맵 매칭(map matching)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위치

를 보정하게 된다.

그러나, 트래킹 방법은 차량의 이동 경로 및 회전에 대한 데이터를 취합해야 하므로, 자이로스코프와 가속도 센서가 추가

로 설치되어야 하는 문제가 있다.

또한, 맵 매칭 방법에 있어서는, 주변의 차로가 복잡하게 꼬여 있는 경우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

기준 수신기(reference receiver)와 이동 수신기(roving receiver)를 포함하는 DGPS에 있어서는, 이동 수신기는 설정된

지점에 위치하는 기지국에서 발송하는 보정 데이터(correction data)를 수신하여 이를 기초로 공통에러를 제거할 수 있다.

그러나, DGPS의 경우, 별도로 DGPS 기지국을 설치하고 DGPS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DGPS를

운용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비용과 유지비가 소요된다는 점에서, 그 효용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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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은 상기 전술한 바와 같은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창출된 것으로서, DGPS를 이용하지 않고 GPS 신호의 공통에

러를 효과적으로 보정할 수 있는 GPS 신호 처리시스템 및 처리방법을 제공함에 그 목적이 있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의 실시예에 의한 GPS 신호 처리방법은,

적어도 하나의 GPS 수신기에 의해 수신된 GPS 신호들과 상기 수신된 GPS 신호를 기초로 산출된 위치 보정벡터들을 수신

하는 단계;

상기 수신된 위치 보정벡터들을 설정된 구역들 별로 분류하는 단계;

상기 각각의 설정된 구역들에 대해서 해당 구역에 속하는 것으로 분류된 위치 보정벡터들을 기초로 공통오차 보정벡터들

을 산출하는 단계; 및

상기 설정된 구역들 별로 산출된 공통오차 보정벡터를 해당 구역에 위치하는 GPS 수신기로 송신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

이 바람직하다.

상기 위치 보정벡터는, 상기 GPS 수신기에 의해 수신된 GPS 신호를 기초로 산출된 상기 GPS 수신기의 현재 위치와 기설

정된 지도 데이터의 비교에 기초하여 산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공통오차 보정벡터는, 상기 설정된 구역에 속하는 것으로 분류된 위치 보정벡터들의 평균 벡터로 산출되는 것이 바람

직하다.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 의한 GPS 신호 처리방법은,

복수의 GPS 신호들을 수신하고 상기 수신된 GPS 신호들을 기초로 복수의 위치 보정벡터들을 산출하는 단계;

상기 산출된 위치 보정벡터들을 설정된 구역들 별로 분류하는 단계;

상기 각각의 설정된 구역들에 대해서 해당 구역에 속하는 것으로 분류된 위치 보정벡터들을 기초로 공통오차 보정벡터들

을 산출하는 단계; 및

상기 수신된 GPS 신호와 상기 공통오차 보정벡터를 기초로 해당 GPS 수신기의 현재 위치를 결정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

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 의한 GPS 신호 처리시스템은,

GPS 신호를 수신하고 상기 수신된 GPS 신호를 기초로 위치 보정벡터를 산출하는 복수의 네비게이션 장치;

상기 복수의 네비게이션 장치로부터 위치 보정벡터들을 수신하고, 수신된 위치 보정벡터들을 설정된 구역들 별로 분류하

며, 상기 각각의 설정된 구역들에 대해서 해당 구역에 속하는 것으로 분류된 위치 보정벡터들을 기초로 공통오차 보정벡터

들을 산출하고, 상기 산출된 공통오차 보정벡터를 상기 네비게이션 장치로 송신하는 서버를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네비게이션 장치는, 상기 서버로부터 수신되는 공통오차 보정벡터와 상기 수신된 GPS 신호를 기초로 실제 현재 위치

를 산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네비게이션 장치는, 상기 수신된 GPS 신호를 기초로 산출된 현재의 위치와 기설정된 지도 데이터의 비교에 기초하여

상기 위치 보정벡터를 산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서버는, 상기 설정된 구역에 속하는 것으로 분류된 위치 보정벡터들의 평균 벡터로 상기 공통오차 보정벡터를 산출하

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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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네비게이션 장치는,

GPS 신호를 수신하는 GPS 수신기;

상기 GPS 신호를 기초로 현재 위치를 산출하고, 상기 산출된 현재 위치와 기설정된 지도 데이터를 기초로 위치 보정벡터

를 산출하며, 상기 공통오차 보정벡터와 상기 GPS 신호를 기초로 실제 현재 위치를 산출하는 위치 연산부; 및

상기 지도 데이터가 저장되는 지도 데이터 저장유닛을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하,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를 첨부된 도면을 참조로 설명한다.

도1 및 도2에 도시된 바와 같이, 본 발명의 실시예에 의한 GPS(Global Positioning System) 신호 처리시스템(100)은, 차

량(101)에 설치되는 네비게이션 장치(navigation apparatus, 103)와 서버(server, 105)를 포함한다.

네비게이션 장치(103)는 차량(101)에 설치되어 운전에 필요한 각종 정보를 제공하는 장치이며, 도2에 도시된 바와 같이,

네비게이션 장치(103)는 GPS 수신기(GPS receiver, 107), 위치 연산부(109), 지도 데이터 저장 유닛(map data storage

unit, 111)을 포함한다.

GPS 수신기(107)는 GPS 위성(113)으로부터 GPS 신호를 수신하며, 지도 데이터 저장 유닛(111)에는 지도 데이터가 저장

된다.

위치 연산부(109)는 GPS 수신기(107)에 의해 수신되는 GPS 신호와 지도 데이터를 기초로 현재 차량의 위치(보다 정확하

게는, GPS 수신기의 위치)를 산출한다.

위치 연산부(109)는 GPS 신호를 기초로 현재 위치를 산출하며, 또한 GPS 신호를 기초로 산출된 현재 위치와 지도 데이터

의 비교를 통하여 위치 보정벡터를 산출한다.

위치 연산부(109)는 마이크로프로세서, 메모리, 및 관련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포함하고, GPS 신호에 기초하여 현재

위치를 산출하고 위치 보정벡터를 산출하도록 프로그램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GPS 신호를 기초로 산출된 현재 위치와 지도 데이터의 비교를 통하여 위치 보정벡터를 산출하는 것을 맵 매칭(map

matching)이라고 한다. 즉, 주행중인 차량의 궤적은 도로의 궤적과 일치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지도 데이터에 나타난 도

로와 차량의 위치 및 현재까지의 주행 궤적을 비교하여, 주행 궤적과 비슷한 도로에 차량이 있다고 보정을 하는 것이다.

도4에 도시된 바와 같이, GPS 신호에 기초해 산출된 주행 궤적과 근접한 도로 상에 차량이 있다고 판단하므로, 위치 보정

벡터(115)는 도면에 도시된 바와 같다.

서버(105)는 각 차량(101)에 설치된 각각의 네비게이션 장치(103)로부터 무선통신을 통하여 GPS 신호 데이터들과 위치

보정벡터들을 수신한다.

서버(105)는 수신된 위치 보정벡터들을 설정된 구간별로 분류한다.

또한, 서버(105)는 각 구역에 속하는 위치 보정벡터들을 필터링(filtering)하여 공통오차 보정벡터를 산출한다. 예를 들어,

위치 보정벡터들의 평균 벡터로 공통오차 보정벡터를 산출할 수 있다.

서버(105)는 각 구역별로 산출된 공통오차 보정벡터를 차량에 설치된 네비게이션 장치(103)로 송신한다.

네비게이션 유닛(103)은 통신부(117)를 통해서 공통오차 보정벡터를 수신하고, 위치 연산부(109)는 수신된 공통오차 보

정벡터를 기초로 맵 매칭을 하여 항법정보를 산출하고, 산출된 항법정보가 디스플레이부(119)에 디스플레이 되도록 한다.

이하에서는 도3을 참조로 하여 본 발명의 실시예에 의한 GPS 신호 처리방법에 대해 설명한다.

우선, 네비게이션 장치(103)의 GPS 수신기(107)는 GPS 위성(113)으로부터 GPS 신호를 수신한다(S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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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 연산부(109)는 수신된 GPS 신호를 기초로 현재 위치를 산출하고, 산출된 현재 위치와 지도 데이터의 비교에 기초하

여 위치 보정벡터를 산출한다(S310).

그리고 나서, 통신부(117)를 통하여 GPS 신호 데이터와 산출된 위치 보정벡터가 무선통신을 통하여 서버(105)로 송신된

다(S315).

상기한 S305 내지 S315의 과정은 각 차량(101)에 설치된 네비게이션 장치(103)에서 동시에 수행된다.

한편, 서버(105)는 각 차량에 설치된 네비게이션 장치(103)로부터 GPS 신호 데이터들과 위치 보정벡터들을 수신한다

(S320).

그리고 나서, 서버(105)는 수신된 위치 보정벡터들을 설정된 구역 별로 분류한다(S325).

설정된 구역이라고 함은, GPS 신호의 에러 중 공통에러(위성좌표 에러, 전리층 지연, 대류층 지연, 및 반사파 에러 등)가

동일할 것으로 간주되는 임의의 구역으로 할 수 있다.

서버(105)는, 각 구역별로 분류된 위치 보정벡터들을 기초로, 해당 구역에서의 위치 보정벡터들을 필터링(filtering)함으로

써(S330), 공통오차 보정벡터를 산출한다(S335).

예를 들어, 각 구역에 속하는 위치 보정벡터들의 평균 벡터로 공통오차 보정벡터를 산출할 수 있다.

그리고, 서버(105)는 각 구역별로 산출된 공통오차 보정벡터를 차량(101)에 설치된 네비게이션 장치(103)로 송신한다

(S340).

네비게이션 장치(103)는 해당 구역의 공통오차 보정벡터를 수신하고(S345), 수신된 공통오차 보정벡터와 GPS 신호에 의

해 산출되는 현재 위치를 이용하여 맵 매칭을 하여 실제 현재 위치 및 관련 항법정보를 산출한다(S350).

그리고, 산출된 실제 현재 위치 및 관련 항법정보가 디스플레이부(119)에 디스플레이 되도록 한다(S355).

이상에서,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를 설명하였으나, 본 발명은 상기 실시예에 한정되지 아니하며, 본 발명의 실시예로

부터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에 의해 용이하게 변경되어 균등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의 모든

변경 및/또는 수정을 포함한다.

발명의 효과

상기와 같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의한 GPS 신호 처리방법은, 설정 구역내의 위치 보정벡터를 필터링하여 공통오차 보정벡

터를 산출하고, 산출된 공통오차 보정벡터에 기초하여 실제 현재 위치를 산출함으로써, DGPS를 이용하지 아니하고도

GPS 신호의 에러를 효과적으로 보정할 수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삭제

청구항 2.

적어도 하나의 GPS 수신기에 의해 수신된 GPS 신호들과 상기 수신된 GPS 신호를 기초로 산출된 위치 보정벡터들을 수신

하는 단계;

상기 수신된 위치 보정벡터들을 설정된 구역들 별로 분류하는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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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각각의 설정된 구역들에 대해서 해당 구역에 속하는 것으로 분류된 위치 보정벡터들을 기초로 공통오차 보정벡터들

을 산출하는 단계; 및

상기 설정된 구역들 별로 산출된 공통오차 보정벡터를 해당 구역에 위치하는 GPS 수신기로 송신하는 단계;

를 포함하되,

상기 위치 보정벡터는,

상기 GPS 수신기에 의해 수신된 GPS 신호를 기초로 산출된 상기 GPS 수신기의 현재 위치와 기설정된 지도 데이터의 비

교에 기초하여 산출되는 GPS 신호 처리방법.

청구항 3.

적어도 하나의 GPS 수신기에 의해 수신된 GPS 신호들과 상기 수신된 GPS 신호를 기초로 산출된 위치 보정벡터들을 수신

하는 단계;

상기 수신된 위치 보정벡터들을 설정된 구역들 별로 분류하는 단계;

상기 각각의 설정된 구역들에 대해서 해당 구역에 속하는 것으로 분류된 위치 보정벡터들을 기초로 공통오차 보정벡터들

을 산출하는 단계; 및

상기 설정된 구역들 별로 산출된 공통오차 보정벡터를 해당 구역에 위치하는 GPS 수신기로 송신하는 단계;

상기 공통오차 보정벡터는,

상기 설정된 구역에 속하는 것으로 분류된 위치 보정벡터들의 평균 벡터로 산출되는 GPS 신호 처리방법.

청구항 4.

복수의 GPS 신호들을 수신하고 상기 수신된 GPS 신호들을 기초로 복수의 위치 보정벡터들을 산출하는 단계;

상기 산출된 위치 보정벡터들을 설정된 구역들 별로 분류하는 단계;

상기 각각의 설정된 구역들에 대해서 해당 구역에 속하는 것으로 분류된 위치 보정벡터들을 기초로 공통오차 보정벡터들

을 산출하는 단계; 및

상기 수신된 GPS 신호와 상기 공통오차 보정벡터를 기초로 해당 GPS 수신기의 현재 위치를 결정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GPS 신호 처리방법.

청구항 5.

제4항에서,

상기 위치 보정벡터는,

상기 수신된 GPS 신호를 기초로 산출된 해당 GPS 신호를 수신한 GPS 수신기의 현재 위치와 기설정된 지도 데이터의 비

교에 기초하여 산출되는 GPS 신호 처리방법.

등록특허 10-0535394

- 6 -



청구항 6.

제4항에서,

상기 공통오차 보정벡터는,

상기 설정된 구역에 속하는 것으로 분류된 위치 보정벡터들의 평균 벡터로 산출되는 GPS 신호 처리방법.

청구항 7.
삭제

청구항 8.

GPS 신호를 수신하고 상기 수신된 GPS 신호를 기초로 위치 보정벡터를 산출하는 복수의 네비게이션 장치; 및

상기 복수의 네비게이션 장치로부터 위치 보정벡터들을 수신하고, 수신된 위치 보정벡터들을 설정된 구역들 별로 분류하

며, 상기 각각의 설정된 구역들에 대해서 해당 구역에 속하는 것으로 분류된 위치 보정벡터들을 기초로 공통오차 보정벡터

들을 산출하고, 상기 산출된 공통오차 보정벡터를 상기 네비게이션 장치로 송신하는 서버;

를 포함하되,

상기 네비게이션 장치는,

상기 서버로부터 수신되는 공통오차 보정벡터와 상기 수신된 GPS 신호를 기초로 실제 현재 위치를 산출하는 GPS 신호 처

리시스템.

청구항 9.

GPS 신호를 수신하고 상기 수신된 GPS 신호를 기초로 위치 보정벡터를 산출하는 복수의 네비게이션 장치; 및

상기 복수의 네비게이션 장치로부터 위치 보정벡터들을 수신하고, 수신된 위치 보정벡터들을 설정된 구역들 별로 분류하

며, 상기 각각의 설정된 구역들에 대해서 해당 구역에 속하는 것으로 분류된 위치 보정벡터들을 기초로 공통오차 보정벡터

들을 산출하고, 상기 산출된 공통오차 보정벡터를 상기 네비게이션 장치로 송신하는 서버;

를 포함하되,

상기 네비게이션 장치는,

상기 수신된 GPS 신호를 기초로 산출된 현재의 위치와 기설정된 지도 데이터의 비교에 기초하여 상기 위치 보정벡터를 산

출하는 GPS 신호 처리시스템.

청구항 10.

GPS 신호를 수신하고 상기 수신된 GPS 신호를 기초로 위치 보정벡터를 산출하는 복수의 네비게이션 장치;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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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복수의 네비게이션 장치로부터 위치 보정벡터들을 수신하고, 수신된 위치 보정벡터들을 설정된 구역들 별로 분류하

며, 상기 각각의 설정된 구역들에 대해서 해당 구역에 속하는 것으로 분류된 위치 보정벡터들을 기초로 공통오차 보정벡터

들을 산출하고, 상기 산출된 공통오차 보정벡터를 상기 네비게이션 장치로 송신하는 서버;

를 포함하되,

상기 서버는,

상기 설정된 구역에 속하는 것으로 분류된 위치 보정벡터들의 평균 벡터로 상기 공통오차 보정벡터를 산출하는 GPS 신호

처리시스템.

청구항 11.

제8항 내지 제10항 중 어느 한 항에서,

상기 네비게이션 장치는,

GPS 신호를 수신하는 GPS 수신기;

상기 GPS 신호를 기초로 현재 위치를 산출하고, 상기 산출된 현재 위치와 기설정된 지도 데이터를 기초로 위치 보정벡터

를 산출하며, 상기 공통오차 보정벡터와 상기 GPS 신호를 기초로 실제 현재 위치를 산출하는 위치 연산부; 및

상기 지도 데이터가 저장되는 지도 데이터 저장유닛을 포함하는 GPS 신호 처리시스템.

도면

도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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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

도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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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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