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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와이브로 네트워크에서의 단말 위치 측정 방법 및 그 장치,이를 포함한 중계기

(57) 요약

와이브로 중계기를 이용한 단말 위치 측정 방법 및 그 장치, 이를 포함한 중계기가 개시된다. 본 발명에 따라, 기지국과 중

계기로 구성된 네트워크에서 단말의 위치를 측정하는 방법에 있어서, (a) 상기 기지국으로부터 전송되는 프리앰블 신호를

검출하는 단계; (b) 상기 프리앰블 신호의 수신시간을 측정하고, 상기 기지국과 중계기간의 신호 도달 지연시간을 고려하

여 상기 프리앰블 신호의 수신시간을 보상한 기준 시간을 생성하는 단계; (c) 상기 기준 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상기 단말로

부터의 레인징 신호의 수신시간을 측정하는 단계; 및 (d) 상기 레인징 신호의 수신시간을, 상기 프리앰블 신호의 수신시간

을 바탕으로 생성한 타임 스탬프를 가지고 계산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이에 의해, 단말이나 기지국을

사용한 위치 측정보다 정확한 위치 측정이 가능하다.

대표도

도 4

특허청구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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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

기지국과 중계기로 구성된 네트워크에서 단말의 위치를 측정하는 방법에 있어서,

(a) 상기 기지국에서 전송되어 수신된 프리앰블 신호를 검출하는 단계;

(b) 상기 프리앰블 신호의 수신시간을 측정하고, 상기 기지국과 중계기간의 신호 도달 지연시간을 고려하여 상기 프리앰블

신호의 수신시간을 보상한 기준 시간을 생성하는 단계;

(c) 상기 기준 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상기 단말로부터의 레인징 신호의 수신시간을 측정하는 단계; 및

(d) 상기 레인징 신호의 수신시간을, 상기 프리앰블 신호의 수신시간을 바탕으로 생성한 타임 스탬프를 가지고 계산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단말 위치 측정 방법.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b) 단계는

미리 계산된 상기 기지국과 중계기간의 신호 도달 지연시간을, 상기 프리앰블의 수신 시간에 더하여 상기 프리앰블 신호의

수신시간을 보상하는 단계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단말 위치 측정 방법.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d) 단계에서 타임 스탬프는, 수신된 데이터 프레임을 소정의 시간 간격으로 카운트하여 생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

는 단말 위치 측정 방법.

청구항 4.

(a) 단말로부터 중계기로의 레인징 신호의 도달 시간을 포함하는 정보를 수신하는 단계; 및

(b) 상기 수신한 레인징 신호 및 그 도달시간과, 미리 저장된 레인징 신호에 대한 정보와 비교하여 상기 레인징 신호에 대

응되는 단말의 아이디를 계산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기지국에서 단말의 위치 측정 방법.

청구항 5.

제4항에 있어서,

상기 (a) 단계에서 수신되는 정보는, 소정의 시간 단위의 타임 스탬프, 상기 레인징 신호에 대한 번호, 레인징 신호값 및 레

인징 신호의 세기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단말의 위치 측정 방법.

청구항 6.

기지국과 중계기로 구성된 네트워크에서 단말의 위치를 측정하는 장치에 있어서,

상기 기지국으로부터 전송되어 수신된 프리앰블 신호를 검출하여 그 수신시간을 측정하는 프리앰블 신호 검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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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기지국과 중계기간의 신호 도달 지연시간을 고려하여 상기 프리앰블 신호의 수신시간을 보상한 기준 시간을 생성하

는 지연 보상부;

상기 기준 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상기 단말로부터의 레인징 신호의 수신시간을 측정하는 레인징 신호 검출부;

상기 프리앰블 신호의 수신시간을 바탕으로 타임 스탬프를 생성하는 타임 스탬프 생성부; 및

상기 레인징 신호의 수신시간을 상기 타임 스탬프를 가지고 계산하는 수신시간 계산부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단

말 위치 측정 장치.

청구항 7.

제6항에 있어서,

상기 타임 스탬프 생성부에서 타임 스탬프의 생성시의 기준이 되는 클럭 신호를 제공하는 클럭 생성부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단말 위치 측정 장치.

청구항 8.

기지국 및 단말로부터의 신호를 수신하고 중계하는 신호 중계부; 및

상기 기지국으로부터 프리앰블 신호와 상기 단말로부터 레인징 신호를 상기 신호 중계부를 통해 수신하여, 상기 레인징 신

호의 수신시간을 상기 프리앰블 신호의 수신시간을 가지고 만든 기준시간에 따라 계산하는 위치 측정부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중계기.

청구항 9.

제8항에 있어서, 상기 위치 측정부는

상기 기지국으로부터 전송되는 프리앰블 신호를 검출하여 그 수신시간을 측정하는 프리앰블 신호 검출부;

상기 기지국과 중계기간의 신호 도달 지연시간을 고려하여 상기 프리앰블 신호의 수신시간을 보상한 기준 시간을 생성하

는 지연 보상부;

상기 기준 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상기 단말로부터의 레인징 신호의 수신시간을 측정하는 레인징 신호 검출부;

상기 프리앰블 신호의 수신시간을 바탕으로 타임 스탬프를 생성하는 타임 스탬프 생성부; 및

상기 레인징 신호의 수신시간을 상기 타임 스탬프를 가지고 계산하는 수신시간 계산부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중

계기.

청구항 10.

제8항에 있어서, 상기 위치 측정부는

건물의 각 층별로 별도로 존재하거나, 실내 및 실외에 별도로 존재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중계기.

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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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와이브로(Wibro) 네트워크에서의 위치 기반 서비스(Location Based Service, LBS)에 관한 것으로, 보다 상세

하게는 와이브로 중계기를 이용한 단말 위치 측정 방법 및 그 장치, 이를 포함한 중계기에 관한 것이다.

와이브로(Wireless Broadband Internet, WiBro) 또는 휴대 인터넷 서비스는 "정지 및 이동 중에서도 언제, 어디서나 고속

으로 무선 인터넷 접속이 가능한 서비스"를 의미한다. 여기서 "정지 및 이동"의 의미는 정지 및 보행, 그리고 중속의 이동시

에도 인터넷 접속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의미이며 최대 60Km/h까지의 이동성 및 핸드오버를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언제, 어디서나"의 의미는 광범위한 커버리지를 의미하며 실내 또는 실외에서 휴대 단말을 이용하여 끊김없는 무선 인터넷

접속 환경을 제공한다는 의미이며 하나의 셀이 커버할 수 있는 최대 반경이 1Km까지 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고속"의 의

미는 다양한 초고속 무선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원활하게 제공 받을 수 있는 1Mbps 이상의 전송속도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

하며 "무선 인터넷"이란 IP 기반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의 이동전화는 광범위한 커버리지와 이동성을 지원하지만 IP 기반의 고속 데이터 서비스를 지원하는 데는 효과적이지

않고, 초고속 인터넷과 무선랜은 IP 기반의 고속 데이터 서비스를 지원하지만 서비스 커버리지가 좁거나 이동성이 떨어진

다는 제약을 가진다. 한편, 휴대 인터넷은 이동전화에 비해 IP 기반의 범용 컨텐츠를 이용한다는 점과 경제적이라는 장점

을 가지며 초고속 인터넷이나 무선랜에 비해서 서비스 제공 지역을 넓힐 수 있고, 이동통신 환경에 적합하다는 장점이 있

다. 그러므로 현재 통신 서비스의 추세에 따라 사용자의 요구사항이 음성 통신 중심에서 데이터 통심 중심으로, 고정 서비

스에서 이동 서비스로 변화해가는 시점에서 휴대 인터넷은 저가격, 고속 데이터 통신, IP 기반 서비스, 이동성이라는 사용

자의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서비스로서 주목 받고 있다.

휴대 인터넷은 이용자 관점에서 유선에 버금가는 수준의 고속 인터넷 서비스를 무선에서도 제공 받는 것이며, 현재의 이동

통신 데이터 요금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사용 가능하고, 언제 어디서나 어떠한 디바이스를 통해서도 고속의 인터넷 접속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진다. 휴대 인터넷은 통신사업자 관점에서는 가입자당 1Mbps 전송 속도의 제공이 가능한 주파수 효

율이 높은 무선 접속망으로서 IP 기반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투자비 및 운영비를 줄일 수 있고, 인터넷 접속이 요구되는

모든 지역에 대규모 망 구축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다.

와이브로(WiBro)에서의 소출력 중계기는 휴대 인터넷을 서비스하는 지역 중, 특히 건물내의 서비스 불량 및 음영 지역을

해소하고 서비스 품질을 개선시키기 위해 사용된다. 중계기는 건물 내 또는 서비스 불량 지역의 개인 휴대 단말기와 기지

국 사이에 설치하여 전파를 효율적이고 원활하게 중계하여 서비스 품질을 개선시키고 음영지역을 해소한다. 위치 기반 서

비스(Location Based Service, LBS)는 와이브로(WiBro) 서비스용 단말기에서 현재 단말기의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거나

타 단말기의 위치를 파악하여 그에 따라 제공되는 여러가지 서비스를 말한다. 즉, 위치 기반 서비스(LBS)는 이동단말을 이

용하여 사람이나 사물의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위치와 관련된 다양한 부가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술이며 이동통

신망 기술, 인터넷 기술, 위치추적 기술 등의 결합으로 인해 다양한 분야에서 응용이 가능하다.

위치 기반 서비스(LBS)로는 모바일 커머스(M-Commerce), 인터랙티브 모바일 게임(Interactive mobile gamming), 버

스/열차 시간 관리(Bus/train schedule), 트래픽 경로 최적화(Traffic route optimization), 음식점 찾기(Restaurant

finder), 친구 찾기(Friend finder), 위치 관련 컨텐츠(Location-sensitive content) 제공, 도로 지원 서비스(Roadside

assistance), 개인 경비(Personal security), 자산 추적(Asset tracking), 자동 항법(Fleet tracking), 물류 관리(Logistics

planning), 도난 차량 추적(Stolen vehicle tracking), 미아 추적(Child tracking), 긴급 전화(E911), 응급 의료(Medical

emergency) 서비스 등이 있다.

상술한 휴대 인터넷 또는 와이브로(WiBro) 네트워크에서, 종래의 단말에서의 위치 측정 방법에는 GPS(Global

Positioning System)을 이용하거나, 단말기와 세 개 이상의 기지국간의 전파전달 시간을 측정하여 위치를 측정하는 TOS

(Time of Arrival) 방식, 단말에서 세 개 이상의 기지국에서 전송한 신호의 상대적인 도착 시간차를 측정하여 위치를 결정

하는 E-OTD(Enhanced Observed Time Difference) 방식 등이 있다. 또한 기지국에서의 위치 측정 방법으로는 기지국

에 할당된 ID를 이용하여 기지국에 단말이 등록되면 기지국의 위치를 단말의 위치로 파악하는 Cell ID 방식, 두 개 이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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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지국에서 단말기가 전송하는 신호의 방향각을 측정하여 위치를 결정하는 AOA(Angle of Arrival) 방식, 단말기와 세 개

이상의 기지국간 사이의 전파 전달 시간을 측정하여 위치를 측정하는 TOA(Time of Arrival), 단말에서 세 개 이상의 기지

국으로 전송한 신호의 도달 시간차를 계산하여 위치를 측정하는 TDOA(Time Difference of Arrival) 방식 등이 있었다.

그러나, 와이브로(WiBro) 네트워크의 위치 측정에서는, 도심 지역, 건물 내부 등의 음영 지역이 있어 GPS 신호의 수신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고, 와이브로(WiBro) 네트워크에서는 단말이 여러개의 기지국의 신호를 수신하는 것이 어려우

며, 중계기를 설치하는 경우 중계기에 의한 지연이 무선 구간의 지연보다 크며 기지국은 중계기에서 오는 신호를 다른 신

호와 구별하지 못하므로 정확한 지연 시간을 측정하기가 어려워 위치 측정을 정확히 하는 것이 어렵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따라서, 본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는 와이브로(WiBro) 네트워크의 중계기에서 단말의 위치를 측정할 수 있는

와이브로(WiBro) 네트워크에서의 단말 위치 측정 방법 및 그 장치, 이를 포함한 중계기를 제공하는 것이다.

발명의 구성

상기 기술적 과제는 본 발명에 따라, 기지국과 중계기로 구성된 네트워크에서 단말의 위치를 측정하는 방법에 있어서, (a)

상기 기지국으로부터 전송되는 프리앰블 신호를 검출하는 단계; (b) 상기 프리앰블 신호의 수신시간을 측정하고, 상기 기

지국과 중계기간의 신호 도달 지연시간을 고려하여 상기 프리앰블 신호의 수신시간을 보상한 기준 시간을 생성하는 단계;

(c) 상기 기준 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상기 단말로부터의 레인징 신호의 수신시간을 측정하는 단계; 및 (d) 상기 레인징 신

호의 수신시간을, 상기 프리앰블 신호의 수신시간을 바탕으로 생성한 타임 스탬프를 가지고 계산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

을 특징으로 하는 단말 위치 측정 방법에 의해 달성된다.

상기 (b) 단계는, 미리 계산된 상기 기지국과 중계기간의 신호 도달 지연시간을, 상기 프리앰블의 수신 시간에 더하여 상기

프리앰블 신호의 수신시간을 보상하는 단계인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상기 기술적 과제는 (a) 단말로부터 중계기로의 레인징 신호의 도달 시간을 포함하는 정보를 수신하는 단계; 및 (b)

상기 수신한 레인징 신호 및 그 도달시간과, 미리 저장된 레인징 신호에 대한 정보와 비교하여 상기 레인징 신호에 대응되

는 단말의 아이디를 계산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기지국에서 단말의 위치 측정 방법에 의해서도 달성된

다.

한편, 본 발명의 다른 분야에 따르면, 상기 기술적 과제는 기지국과 중계기로 구성된 네트워크에서 단말의 위치를 측정하

는 장치에 있어서, 상기 기지국으로부터 전송되는 프리앰블 신호를 검출하여 그 수신시간을 측정하는 프리앰블 신호 검출

부; 상기 기지국과 중계기간의 신호 도달 지연시간을 고려하여 상기 프리앰블 신호의 수신시간을 보상한 기준 시간을 생성

하는 지연 보상부; 상기 기준 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상기 단말로부터의 레인징 신호의 수신시간을 측정하는 레인징 신호

검출부; 상기 프리앰블 신호의 수신시간을 바탕으로 타임 스탬프를 생성하는 타임 스탬프 생성부; 및 상기 레인징 신호의

수신시간을 상기 타임 스탬프를 가지고 계산하는 수신시간 계산부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단말 위치 측정 장치에

의해서도 달성된다.

또한, 상기 기술적 과제는 기지국 및 단말로부터의 신호를 수신하고 중계하는 신호 중계부; 및 상기 기지국으로부터 프리

앰블 신호와 상기 단말로부터 레인징 신호를 상기 신호 중계부를 통해 수신하여, 상기 레인징 신호의 수신시간을 상기 프

리앰블 신호의 수신시간을 가지고 만든 기준시간에 따라 계산하는 위치 측정부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중계기에

의해서도 달성된다.

이하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대해 상세히 설명한다.

도 1은 무선 단말이 중계기와 기지국과 연결되어 통신하는 와이브로(WiBro) 네트워크 구성의 일실시예이다.

와이브로(WiBro) 네트워크는 복수개의 기지국(110-1 내지 110-2), 복수개의 중계기(120-1 내지 120-3) 및 단말(130)

로 구성된다. 단말(130)은 이동통신 단말이며, 도 1의 실시예에서 단말(130)이 중계기1(120-1)에 연결되어 있다면, 이를

통해 기지국(110-1)과 통신한다.

도 2a 내지 도 2b는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른 위치 측정부가 중계기에 설치되거나 중계기와 연결되어 단말의 위치를 측

정하는 시스템의 구성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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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2a를 참조하면, 단말(130)의 위치 측정을 위해 위치 측정부(230)와 위치 계산부(210)가 사용된다. 위치 측정부(230)는

중계기(120)에 탑재되어 기지국(110)으로부터 수신되는 프리앰블 신호를 이용하여 얻어진 절대 시간을 기초로, 단말

(130)로부터 수신되는 레인징 신호의 수신 시간을 측정한다. 측정된 시간 정보를 기지국(110)으로 전송하면 기지국(110)

의 위치 계산부(210)는 이를 가지고 단말(130)의 위치를 계산한다. 한편, 위치 측정부(230)는 중계기(210)뿐만 아니라 기

지국(110)에도 설치될 수 있다.

도 2b를 참조하면, 위치 측정부(230)는 중계기(120)와는 별도로 설치될 수 있다. 또한, 위치 측정부(230)는 싱크 검출부

(240)와 시간 계산부(250)를 포함할 수 있다. 싱크 검출부(240)는 중계기(120)에 TDD(Time Division Duplexing) 타이

밍을 제공한다. 즉, 기지국에서 수신되는 신호에서 프리앰블 신호를 매 5ms 마다 검출하고 이를 이용하여 정확한 시간을

제공한다. 다시 말하면, TDD를 사용하여 중계기(120)는 데이터의 송신과 수신을 번갈아 하므로, 언제 송신을 하고 언제

수신을 하여야 하는지를 알아야 한다. 따라서 TDD 타이밍을 제공한다는 것은 송신 시작점과 수신 시작점의 시간을 제공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싱크 검출부(240)는 또한 5ms 프레임을 카운트하여 타임 스탬프를 만들어 낸다. 그리고 중계기(120)의 설치시에 얻어진,

기지국(110)과 중계기(120) 사이의 시간 지연을 가지고 상기 계산된 시간을 보정한다. 시간 계산부(250)는 이렇게 보정된

시간을 가지고 단말(130)로부터 수신되는 레인징 신호의 수신 시간을 측정한다.

도 3은 건물 내부에서의 위치 측정부의 일예를 도시한 도면이다.

건물 내에 위치 측정부가 하나만 존재하는 경우에는, 어느 층에 단말이 위치하고 있는지 알 수 없으므로, 각 층마다 위치

측정부(230-1 내지 230-3)를 설치한다. 이에 따라 어느 층에 단말이 위치하고 있는가를 알 수 있다.

도 4는 중계기와 위치 측정부의 상세 구성도이다.

중계기(120)는 기지국(110) 및 단말(130)과 데이터를 송수신하는 송수신부(410)를 구비하고 있어 기지국(110)으로부터

의 프리앰블 신호를 위치 측정부(230)로 전달하고, 단말(130)로부터의 레인징 신호를 위치 측정부(230)로 전달한다. 프리

앰블 신호는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기지국(110)이 전송하는 신호이다. 예를 들어 기지국(110)은 5ms 시간 간격으로 기지

국(110)마다 할당된 일정한 값을 송신한다. 레인징 신호는 단말(130)이 데이터를 송신하고자 하는 경우 또는 액티브 상태

에 있다는 것을 알리고자 하는 경우의 신호로써,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일정한 값을 전송한다. 한편 기지국(110)은 어느 주

기로 어떤 값(레인징 코드)을 전송하라고 하는 명령을 단말(130)에게 보내고, 단말(130)은 이에 따라 레인징 코드를 전송

한다. 레인징 코드는 일예로 256 가지의 값 중 하나가 될 수 있다.

위치 측정부(230)는 프리앰블 신호 검출부(420), 지연 보상부(430), 레인징 신호 검출부(440), 타임 스탬프 생성부(450),

수신시간 계산부(460) 및 클럭 생성부(470)를 포함한다. 프리앰블 신호 검출부(420)는 기지국(110)으로부터 수신된 프리

앰블 신호를 검출하여 그 도착 시간(기준 시간)을 계산한다. 계산된 시간은 지연 보상부(430)에 의해 보상되는데, 보상되

는 값은 기지국과 중계기 사이의 신호 도달 시간으로 중계기의 설치시에 미리 계산되어 있다. 지연 보상부(430)는 이 지연

값을 프리앰블 신호의 도착 시간에 더해 줌으로써 보상을 수행한다.

검출된 프리앰블 신호를 가지고 만든 기준 시간을 사용하여, 타임 스탬프 생성부(450)는 타임 스탬프를 생성한다. 한편, 레

인징 신호 검출부(440)도 단말로부터의 레인징 신호를 검출한다. 레인징 신호의 수신시간은 프리앰블 신호의 도달시간으

로부터 계산되고 보상된 기준시간을 참조하여, 수신시간 계산부(460)에서 계산된다. 이렇게 계산된 레인징 신호의 수신

시간 정보는 기지국(110)으로 전달된다. 한편 기지국(110)에서는 이 시간 정보를 가지고 단말(130)의 위치를 계산한다.

도 5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단말 위치 측정 방법의 플로우차트이다.

중계기를 통해 수신된, 기지국으로부터의 신호에서 프리앰블 신호를 검출하여 기준 시간을 계산한다(S510). 즉, 프리앰블

신호의 도달시간이 기준 시간이 되고, 이 기준 시간에 미리 측정된 기지국과 중계기 사이의 시간 지연을 더하여 기준 시간

을 보상한다(S520). 그리고, 중계기를 통해 수신된 단말로부터의 신호에서 레인징 신호를 검출한다(S530). 그리고 보상

계산된 기준 시간을 참조하여 레인징 신호의 수신 시간을 측정한다(S540). 레인징 신호의 수신 시간을 측정하는데 있어서

의 기준이 되는 타임 스탬프는 프리앰블 신호의 도달시간을 가지고 만들어진다. 측정된 수신 시간을 기지국으로 전송한다

(S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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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상세하게는 위치 측정부(230)는 단말(130)로부터 수신되는 상향 링크 신호를 모니터링 하면서, 매 5ms 마다 주기적

으로 단말(130)에서 오는 레인징 신호를 검출하고, 검출된 레인징 신호에 대한 코드, 신호 세기, 타이밍 정보를 수집한다.

타이밍은 기지국(110)으로부터 수신된 프리앰블 신호의 검출을 통해 얻어진 기준 시간을 기준으로 측정된다. 위치 측정부

(230)는 수집된 레인징 신호에 대한 데이터에 타임 스탬프를 붙여 일정 단위로 수집된 데이터를 모아, 중계기(120)를 경통

해 기지국(110)에 전달한다. 다음 표 1은 단말(130)이 전송하는 정보의 일예를 표로 도시한 것이다.

[표 1]

Time Stamp 53 54 55 56 57 58

Code   23 11, 52   

중계기(120)에서 전송하는 데이터는 5ms 단위의 타임 스탬프, 0 - 256까지의 번호 중에서 레인징 신호의 번호, 상술한 레

인징 신호에 대한 코드, 신호 세기 등이다.

한편 기지국(110)의 위치 계산부(210)는 위치 측정부(230)로부터 수신된 데이터를 이용하여 단말(130)의 위치를 계산한

다. 기지국(110)은 레인징 신호가 수신되면 ranging-response, ranging-request 신호를 송수신하여 어떤 단말이 레인징

신호를 전송하였는가를 알 수 있다. 기지국(110)은 레인징 코드와 단말의 ID를 저장하고 있다. 중계기(120)에서 정보를 전

송하면 기지국(110)은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와 비교한다. 이에 따라 어떤 중계기의 커버리지 영역에 어떤 단말이 위치하

고 있는지와, 중계기와 단말 사이의 거리를 알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단말의 위치를 추정한다. 다음 표 2는 기지국(110)에서

수신된 정보를 도시한 표이다.

[표 2]

Time stamp 53 54 55 56 57 58

Code 27 56 14, 23 11, 52, 88 63 25, 39

단말 ID   128    

한편, 전술한 위치 측정 방법은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작성 가능하다. 상기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코드들 및 코드 세그먼트

들은 당해 분야의 컴퓨터 프로그래머에 의하여 용이하게 추론될 수 있다. 또한, 상기 프로그램은 컴퓨터가 읽을 수 있는 정

보저장매체(computer readable media)에 저장되고, 컴퓨터에 의하여 읽혀지고 실행됨으로써 위치 측정 방법을 구현한

다. 상기 정보저장매체는 자기 기록매체, 광 기록매체, 및 캐리어 웨이브 매체를 포함한다.

이제까지 본 발명에 대하여 그 바람직한 실시예들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는 본 발명이 본 발명의 본질적인 특성에서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변형된 형태로 구현될 수 있음을 이해할 수 있

을 것이다. 그러므로 개시된 실시예들은 한정적인 관점이 아니라 설명적인 관점에서 고려되어야 한다. 본 발명의 범위는

전술한 설명이 아니라 특허청구범위에 나타나 있으며, 그와 동등한 범위 내에 있는 모든 차이점은 본 발명에 포함된 것으

로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발명의 효과

전술한 바와 같이 본 발명에 따르면, 단말이나 기지국을 사용한 위치 측정보다 정확한 위치 측정이 가능하다. 그리고 종래

의 단말과 기지국의 구성을 변경할 필요가 없고 기지국은 정보만 제공하고 별도의 위치 계산 장비에서 위치 측정을 수행하

므로 비용의 큰 증가 없이 위치 측정을 정확하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무선 단말이 중계기와 기지국과 연결되어 통신하는 와이브로(WiBro) 네트워크 구성의 일실시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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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2a 내지 도 2b는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른 위치 측정부가 중계기에 설치되거나 중계기와 연결되어 단말의 위치를 측

정하는 시스템의 구성도,

도 3은 건물 내부에서의 위치 측정부의 일예를 도시한 도면,

도 4는 중계기와 위치 측정부의 상세 구성도,

도 5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단말 위치 측정 방법의 플로우차트이다.

도면

도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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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a

도면2b

도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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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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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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