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1993-0001548

(19) 대한민국특허청(KR)
(12) 특허공보(B1)
(51) Int. Cl.
G01S 5/04
(21)
(22)
(30)
(71)

(45) 공고일자
(11) 공고번호

5

출원번호
출원일자
우선권주장
출원인

1993년03월04일
특1993-0001548

특1987-0001580
(65) 공개번호
특1987-0008170
1987년02월25일
(43) 공개일자
1987년09월24일
833,730 1986년02월25일 미국(US)
리톤 시스템즈 인코오포레이티드
월터 알. 시엘
미합중국, 캘리포니아 90210, 버버리힐즈, 노오스 크레슨트 드라이브
360

(72) 발명자

알버트 카프란

(74) 대리인

미합중국, 메릴랜드 20740, 칼리지 파크, 아파트 먼트 1501, 웨스트체스
터 파크 드라이브 6200
나영환

심사관 :

김영진 (책자공보 제3157호)

(54) 수동식 거리 탐지방법 및 장치

요약
내용 없음.

대표도
도1
명세서
[발명의 명칭]
수동식 거리 탐지방법 및 장치
[도면의 간단한 설명]
제1도는 수동식으로 거리를 탐지하는 두 지점에 수반된 기하학적 관계를 예시한 도면.
제2도는 간섭계 기술에 수반되는 기하학적 관계를 예시한 도면.
제3도는 본 발명이 더욱 일반적인 두 지점 거리 탐지 방법의 기하하적 관계를 예시한 도면.
제4도는 Cartesian거리 및 각도로 변환됨에 따른 본 발명의 경사 거리와 에미터 DOA 측정치간의 기
하학적 관계를 예시한 도면.
제5도는 시험 비행된 SBI/LBI 시스템의 예에 대한 기능 블록도.
제6도는 SBI/LBI 시스템의 예에서 유도된 비행 시험의 결과를 알람표로 예시한 도면.

*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 : 단기선 간섭계(SBI) 배열기
3 : SBI/RF/IF변환기
6 : 국부 발진기
11 : 컴퓨터

2 : 장기선 간섭계(LBI)배열기
4 : LBI RF/IF변환기
9 : 인터페이스 유니트
14 : 오실로스코프

[발명의 상세한 설명]
본 발명은 일반적으로 수동식 방향과 거리 탐지 방법 및 장치에 관한 것으로, 특히 이동식 플랫포옴
에서 고정식 비협동적 에미터까지의 수동식 거리 탐지 방법 및 장치에 관한 것이다.
저고도(low altitude)항공기 및 수상선의 생존가능성 및 군사적 효과는 적의 레이다 지향식 방어 무
기로부터 도피 및 회피하고, 그것을 진압하고 파괴할 목적으로 그러한 방어무기의 위치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찾아내는 능력(즉, 위치선정 능력)에 크게 좌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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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식 플랫포옴으로부터 고정된 지상 기지식 에미터의 수동식 위치 선정 방법이 다양한데, 가장 통
상의 기술에는 방위/고도(AZ/EL)방법, 종래의 삼각측량 방법과, 다중 항공기 도달 시간차(TDOA)방법
이 있다. 이들 방법은 아울러 도달 방향(DOA)측정치만으로 제공된 기술과, DOA정보 및 거리 정보 양
쪽이 제공된 기술로 구분된다.
DOS 측정을 위해 현재 사용되는 기술은 진폭 비교 기술이나 위상 간섭 기술을 포함한다. 전자의 기
술은 통상 3660°를 카바하고 광대역인 4개의 직교식 안테나로 구성되는데, 이 안테나에는 인접한
안테나들간의 인입 신호들의 진폭 비교로 인해 DOA 정보가 구성된다. 이들은 3°내지 10°의 정확도
를 제공한다(1982년 9월호의 Microwave Journal지에서 페이지 59-76에 기재된 A.R.Baron 등에 의한
"수동식방향탐지 및 신호 위치 선정" 참조).
위상 간섭 기술(기술중 가장 간단한 형태)은 이동식 플랫포옴상에서 배치되고 공지된 거리만큼 이격
된 한쌍의 안테나를 활용하여, 이 안테나쌍에 관련한 각도로 도달하는 평편파는 이 평면파가 통과한
경로 길이의 차이로 인해 안테나쌍중 더 일찍 도달된 한 안테나에 의한 수신된다. 만일 두 안테나로
부터의 신호가 처리된다면, 그들의 위상차는 안테나쌍에 관련한 DOA의 간접 측정치를 제공한다. 간
섭계의 DOA정확도는 안테나 간격과 방위 및 고도각의 함수이며, 시스템은 0.1 내지 1°RMS의 동작
정확도를 가지고 구성되었다. 2개 이상의 구성 요소를 구비한 간섭계가 또한 당 기술분야에 공지되
어 있다.
에미터 위치 선정 기술에 관한여, TDOA 방법이 가장 정확하나, 이 방법은 단일 에미터에 대해 거리
탐지를 하기 위해서는 다중 플랫포옴(통상 3) 시스템이 요구되는데, 이들 각각의 플랫포옴상의 수신
기에서의 도달 시간차는 에미터의 위치를 선정할 플랫포옴의 공지된 위치와 관련하여 측정되고 처리
된다. 이 기술은 다중 플랫포옴과 복잡한 거리측정 및 타이밍 장비를 수반하기 때문에, 단일 이동식
플랫포옴 시스템을 위한 적당한 거리탐지 방법이라고 생각되지는 않는다.
AZ/EL기술은 신호의 도달 방위 및 고도각과 지상에 관련한 플랫포옴의 고도를 측정함으로써 에미터
의 위치를 선정한다. 이어서, 에미터가 또한 지상 레벨에 있다고 가정하여, 경사 거리가 삼각법 관
계로부터 계산된다. 거리 에러가 표적 거리 및 고도의 큰 함수이며(다른 모든 것은 동일), 에미터위
의 플랫포옴의 큰 고도에서만 더 좋은 정확도를 제공한다. 또한, 중요한 측정 에러 값은 외부 정보
가 지형으로 인한 에미터 고도에 관련하여 시스템에 유용하지 않을 경우 발생될 수 있다.
통상의 AZ/EL위치 선정 시스템은 한쌍의 직교식 위상 간섭계를 활용하여 방위 및 고도와 정보를 얻
는다.
삼각 측량 기술은 플랫포옴이 에미터에 관련한 이동 경로를 통과함에 따라서, 연속 시간에서 이루어
진 2가지 이상의 DOA 측정치를 사용하고, 공지된 삼각법 관계를 사용하여 거리를 산정한다.
삼각 측량 방법은 진폭 비교방법 또는 간섭방법을 사용하여 DOA정보를 측정할 수 있다. 그러나, 간
섭방법이 정확도면에서 10대 1정도의 많은 개선을 제공하기 때문에, 증가된 시스템의 복잡성에 따른
경비에도 불구하고 시스템 정확도 요구가 높은 바람직한 방법이 될 수 있다.
따라서, 간섭계를 기초로한 AZ/EL방법이나 간섭계를 기초로 한 삼각 측량방법을 사용하는 단일 이동
식 플랫포옴용의 극히 정밀한 수동식 거리 탐지 시스템을 단언할 수 있다. 그러나, 양 기술은 실제
응용을 제한하는 어떤 문제를 안고 있다. 우선, 그들은 극히 정확한 항행 정보, 특히 플랫포옴의 비
행방향을 필요로 한다. 앞에서 설명된 바와같이, AZ/EL시스템은 플랫포옴 고도 및 에미터 거리에 많
이 의존하며, 지형으로 인한 에러에 매우 민감하다. 삼각 측량 방법은 비교적 느리고, 실제 위치 이
동폭, 즉 측정치들간의 이동식 플랫포옴의 경로에 의해 에미터에 대(對)한 각도에 의존한다. 또한,
삼각 측량 방법은 작은 인터셉트 각도, 즉 간섭계의 가시내경에 관련한 큰 각도에서 비효율적이고
비정확하다. 끝으로, 삼각 측량 방법은 수초동안 시스템이 에미터 신호상의 데이터를 모을 수 있기
를 요구하기 때문에, 그 수행력이 간헐 신호(에미터가 스캐닝하는 경우)에 의해 저하되거나, 또는
산악 지형의 저 플랫포옴 고도에서 신호 인터셉트가 산발적으로 발생할수도 있기 때문에, 시스템의
효율이 감소된다.
따라서, 본 발명의 목적은 에미터까지의 거리를 계산하기 위해 수초간격으로 분리된 두가지의 간단
한 측정치만을 필요로 하고, 플랫포옴 고도 및/또는 에미터 거리에 의존하지 않으며, 종래의 삼각
측량 방법보다 빠르며, 작은 인터셉트 각도에서 유효하며, 요구되는 플랫포옴의 비행 방향 정확도를
현재의 동작 시스템으로 쉽게 달성되는 레벨까지 감소시키고, 간섭계를 기초로한 시스템의 향상된
정확도를 지닌, 단일 이동식 플랫포옴으로부터 고정식 비협동 에미터까지의 수동식 거리탐지를 하기
위한 방법 및 장치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들 이외의 다른 목적과 장점은 플랫포옴의 경로를 따른 두 지점에서 DOA 각도를 측정하는 완전 분
해식 단기선 간섭계(SBI; Short Baseline Interferometer)와, 정밀하지만 매우 불명확한 두지점간의
위상차 변화를 측정하는 차등분해식 장기선 간섭계(LBI; Long Baseline Interferometer)와, 위상 링
킹 과정에서 SBI측정치를 이용하므로써 LBI 측정치의 불명확성을 분해하기 위한 컴퓨터를 포함한 신
호 처리 수단을 사용하는 기술로 바람직하게 달성된다. 협의의 관점에서 보면, 본 발명은 위상 코드
화 신호, 주파수 코드화 또는 랜던 주파수 호프화 신호에 대해서도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방법 및
장치를 제공한다. 끝으로, 충족된다면, 시스템이 예측 가능하고 형성된 정확도로 수행할 것을 보장
하는 에러 형식 및 최적화 기준이 개시된다.
본 발명은 간단히 설명한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대한 이하의 상세한
기재로부터 당 기술분야에 숙련된 자들에 의해 더욱 완전하게 이해될 것이다.
제1도에는 모든 단일 플랫포옴의 수동식 거리 탐지 기술에 공통인 이론적 형식의 기초가 되는 기본
적인 기하학적 관계가 도시되어 있다. 이동식 플랫포옴은 측변 R1 과 R 2 사이의 꼭지점에 위치한 에미
터를 갖는 삼각형의 밑변 L를 통과한다. 사인의 법칙을 사용하면, 에미터까지의 거리 R2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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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유도된다.
각 θ1 , θ2 의 측정상 에러에 대한 거리 에러 E(R2 )의 감도는 이방정식의 도함수를 취하여 얻어진다.
따라서,

거리 에러 E(R2 )는 각도차(θ2-θ1 )가 증가함에 따라서 감소하고, 각도차(θ2-θ1 )는 측정 지점간의
시간이 증가함에 따라서 증가한다는 것을 전술한 것으로부터 알 수 있다. 따라서, 거리 에러를 최소
화하기 위해, 에미터까지의 각도 변화와 이에 따른 거리 탐지 시간의 최대화가 요구된다. 동시에,
거리 탐지 시간을 감소시키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측정치의 정확도를 개선하는 것이다. 앞서의 방정
2

식에서, 첫번째 2개의 항이 분모로 Sin(θ2-θ1 )을 갖는 반면에, 세번째 항이 Sin (θ2-θ1 )을 갖는다
는 것에 유의해야 한다. 이러한 이유때문에, 측정 각도 변화값의 에러 E(θ2-θ1 )가 다른 항보다는
거리 에러에 대해 큰 영향을 준다. 따라서, 측정 각도 변화값의 개선은 a) 주어진 거리 탐지 시간내
에 개선된 정확도를 생성하거나, b) 더 짧은 거리 탐지 시간내에 요구된 거리 정확도를 생성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제2도에는 길이 D를 갖고, 이동식 플랫포옴의 이동 라인에 대해 각도 α로 놓인 2개 구성 요소의 간
섭계가 도시되어 있다. 수신 안테나들 사이의 거리 D가 에미터까지의 거리에 비하여 작아서 인입한
전자기파들이 평면파와 유사하다고 가정한다면, 플랫포옴의 경로에 관련된 각도 θ에서 안테나에 부
딪치는 그러한 평면파는 이 파에 의해 카바된 경로 길이의 차이 δ로 인해, 두 안테나중 빨리 도달
되는 안테나에 의하여 수신될 것이다. 수신된 신호가 이어서 처리될 경우, 위상차가 발생하며 이것
은 도달시간 즉 2π라디안 계수에 비례하여 발생한다.

따라서,
δ=DSinβ,
여기서 β=(α-θ)-π/2
λ= 신호파장
삼각법으로부터,
Sinβ=Cos(θ-α).
그러므로,

따라서,
상기 미분에 의해 신호 도달 각도의 변화 값 dθ에 대하여 위상 변화값 dø를 얻는다. 따라서,

앞서 인용된 거리 방정식을 참조하면 2가지 간섭계 측정치가 플랫포옴의 이동 경로를 따른 두 지점
에서 이루어지고 함께 충분히 근접하게 취해져서, 에미터에 관련한 플랫포옴의 각도 위치상의 변화
값이 미분으로 표현될 수도 있고, (θ2-θ1 ) 대신 Δθ로 대체하고, L 대신 V·Δt(V는 측정 지점들
간의 플랫포옴의 속도)로 대체한다고 가정하면, 거리 방정식은 더욱 일반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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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쓰여질수 있다.
위상에 관해 도달각의 도함수가 미분에 의해 치환되어 거리에 대한 상기 방정식에서 대체될 경우,
시간에 따른 위상 변화율에 관하여 거리 R을 나타내는 식이 얻어진다. 위치 방정식에 대한 이 위상
속도의 변화 방법은

로 주어진다.
이 공식에서, 간섭계의 길이가 에미터에 관련한 플랫포옴 이동으로부터 발생된 위상 변화율을 최대
화하도록 임의로
길어질수 있기 때문에, 개선된 정확도가 성취될 수 있다. 그러나, 위상측정치의
고유의 2π 불명확성을 설명하는 것이 고려되지 않는다면, 엄청난 에러가 발생할 수 있다. 이 기술
은 통상 장기선 간섭계로 일컬어진다.
따라서, 단일 장기선 간섭계(LBI)시스템만으로 요구된 정도의 정확도로 거리 탐지 측정을 달성하는
것이 가능하나, 이것은 중요한 시스템 억제 부과한다. 간섭계가 계수 2π까지의 위상만을 측정할수
있기 때문에, +π에서 -π까지의 전이를 관찰하고 설명하기 위해, 위상 측정이 빈번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빈번한 위상 측정에 대한 필요성이 시스템 성능을 저하시킬 수 있다. 즉 신호가 지형
방해로 인해 차단되거나, 전송이 간헐적이거나 짧을 경우 저하시킬 수 있다. 게다가, 동시에 많은
표적에 대한 거리 탐지를 하고, 새로운 활동 탐색을 할 수 있는 수신기의 능력은 그 수신기의 비활
용성으로 인하여 저하될 수 있다.
전술한 것으로부터, 다른 모든 것은 동일하고, 매우 큰 간섭계의 개구, 즉 안테나간의 간격 D를 필
요로 하므로써, 주어진 위상 에러 dø에 대해 매우 정밀한 θ측정치를 얻을 수 있음을 또한 알 수
있다. 또한 간섭계는 계수 2π까지 위상차를 측정하기 때문에, 간섭계가 에미터까지의 각도를 측정

할 수 있는 최대 시야는

로 명확하게 주어진다는 것을 상기해야 한다.

따라서, 비교적 넓은 시야, 즉 π라디안과 거의 같은 시야를 갖는 간섭계의 경우, 간섭계의 기선 D
는 1/2 또는 그 이하의 파장과 거의 같아야 한다. 그러나 전술된 바와 같이 거리 탐지의 정확도는 D
값이 큰 경우 최대화된다. 따라서, 간섭계는 정확한 거리 탐지 계산치를 얻을 수 있을 정도로 충분
히 긴 기선(D)을 구비한 상태로, 에미터 측정의 필요성간의 단일 간섭계 거리 탐지 시스템내에 장력
이 존재하는 반면에, 비교적 넓은 시야를 갖는 시스템에서 측정치간의 위상 링킹을 허용하도록 충분
히 이격된 간격에서 명확한 측정치가 이루어질만큼 충분히 짧은 기선을 구비한 간섭계를 갖는 시스
템을 아직도 유지한다.
이러한 모순은 각 θ1 , θ2 를 명확하게 측정하는 완전 분해식 SBI와, 에미터까지의 각도 변화(θ2-θ
1 )을 측정하는 차등분해식 LBI를 병합한 시스템에서 빈번한 LBI위상 측정에 대한 요구없이 측정 지
점간의 각도차(θ2-θ1 )의 정밀한 측정치를 허용하는 동안 제거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장기선
간섭계는 극히 정밀하나, 또한 매우 불명확한 측정 기술이다. 그러나, 실제 각도는 아니고 각도 변
화만을 측정하는 경우에 이 기술을 사용함으로써, 이 기술의 극도의 정밀도가 활용될 수 있다. 이어
서, 위상 링킹이 LBI 측정치로 달성되게끔, SBI 각도 측정치와 LBI측정치를 상호 관련시킴으로써,
불명확도는 허용 가능한 레벨로 감소될 수 있다. SBI를 사용하므로써 지형 방해로 인한 신호의 손실
을 수용할 수 있는 해결책을 얻고, 수신기가 시분할되어 다수의 에미터에 대해 동시에 거리 탐지하
는데 사용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주신호 포착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본 발명의 방법은 위상 링킹
을 달성하기 위해 SBI기능과 LBI기능을 합성함으로써, LBI길이 대 SBI길이의 비율에 거의 비례하는
SBI 시스템의 기능에 걸쳐 수동식 거리 탐지의 정확도를 개선시키고, 주어진 시간에서 개선된 정확
도 또는 감소된 시간에서 주어진 정확도를 얻도록 응용될 수 있다는 것을 알수 있다.
제3도에서 수동식 거리 탐지에 대한 본 발명의 방법의 기본 방정식이 얻어질 수 있는 더욱 일반화된
거리 탐지 시나리오가 도시되어 있다. 이동식 플랫포옴이 에미터에 관하여 임의의 경로를 따라가고,
공지된 관성 항행 시스템으로 얻는 바와 같이 고도, 비행방향, 롤, 피치, 요 및, 시간의 함수로서의
위치를 포함하는 항로 데이터(NAV)를 포착하기 위한 수단으로 갖춰진다고 가정한다. 플랫포옴의 경
로를 따라서 시간 T0 와 T1 의 두 지점에서 측정이 이루어진다고 가정하고, 이 두지점간의 직선 세그먼
트 L의 중간 지점에서 거리 탐지 방정식이 유도되는데, 중간지점에서의 직선 세그먼트에 관련하여
거리는 R이고 에미터의 각도 위치는 θ이다. 일단 이들 중간 지점값이 얻어진다면, 이어서 통상의
삼각법 관계가 그들에 응용되어, 공간내의 어느 다른 지점인 현재 플랫포옴 위치로부터의 거리를 계
산할 수 있거나, 경도 및 위도 또는 UTM좌표와 같은 지구 기준계로 에미터 위치를 계산할 수 있다.
따라서, 상기 유도된 거리에 대한 삼각법 관계 및 방정식을 사용하여, 완전한 거리 탐지 방법을 정
의하는 2개의 방정식이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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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중간지점에서의 직선 세그먼트 L에 관련한 에미터의 각도 위치,

θ0=시간 t=T0에서의 직선 세그먼트에 관련한 에미터의 각도 위치,
θ1=시간 t=T1에서의 직선 세그먼트 L에 관련한 에미터의 각도 위치,
=직선 세그먼트 L의 중간지점까지의 에미터의 경사거리,
α=이동식 플랫포옴의 선에 관련한 LBI의 각도 범위,
N0=신호 사이클내의 플랫포옴의 LBI길이
= 2πD/λ,
Δø= 두 지점 T0와 T1에 선정된 명확한 LBI의 위상차 변화.
위상 링킹은 두가지 불명확한 LBI 위상 측정치 사이에 발생하는 다수의 2π회전치를
달성된다. 이 방법은 두가지 SBI 각도를 사용하여 명확한 LBI위상차를 포함한 거리를
스템내의 에러 예상치를 처리함으로써, 이 거리의 폭이 0.999의 확률로 2π보다 작거나
수 있다. 이어서, 매우 정밀하나 불명확한 LBI 위상차가 적당한 2π증분으로 참조된다.
한 위상차Δøp(사이클내에서)는

계산함으로써
예측한다. 시
길게 구성될
예상된 명확

로 주어지는데, 여기서 Δø는 측정된 불명확한 위상차이고, n은 풀어야할 정수이다. 이어서, T0 와
T1간의 명확한 위상차 변화값 Δø는

으로부터 산정된다.

상기 공식에서, 에미터의 각도 위치 θ0 와 θ1 은 두지점 T 0 및 T1 에서의 플랫포옴 순간 이동 경로에

관련한 에미터의 산정된 각도 위치, 즉

로부터 얻어지며,

여기서, β=플랫포옴의 이동 경로에 관련한 SBI의 각도 위치.
d=SBI의 길이.
이어서, 이들 값 및 LBI 위상 측정치가 통상의 Euler 각 변환법을 사용하여 두지점에서 플랫포옴의
롤 및 피치에 대해 보정되어야 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두 측정 지점에서의 항공기 비행 방향성의 어떤 차이값은 명확한 위상 변화값으로
부터 계산 및 감산되어야 하는 LBI 위상 변화값을 도입할 것이다. 두 지점을 연결하는 직선과, LBI
방위각 α와, 제2측정 지점에서의 측정된 SBI 각 θ1 에 관련한 두 측정 지점에서의 플랫포옴 비행
방향 각도 H0 와 H1 의 경우, 차등 비행 방향이 유도된 위상 변화 ΔøH 는 다음식으로부터 계산될 수
있다.
ΔøH=N0[Cos(θ1+α+H1)-Cos(θ1+α+H0)].
이 공식은 θ0와 θ1을 사용하는 것보다 더 나은 정확도를 얻는다.
직선 세그먼트 L의 중간 지점으로부터 에미터까지의 정밀거리
R이 얻어졌다면, 제2지점 T1 에서 플
랫포옴으로부터 에미터까지의 정밀거리 R1이 다음식으로부터 쉽게 얻어질 수 있다.

그러므로, 단일의 이동식 플랫포옴으로부터 고정의 비협동식 레이다 신호인 에미터까지의 바람직한
수동식 거리 탐지방법은 플랫포옴의 경로를 다른 2개의 연속 지점에서 신호의 파장을 측정하는 단계
와, SBI로 2개의 지점에서 신호의 명확한 위상차를 측정하는 단계와, LBI로 2개의 저점에서 신호의
불명확한 위상차를 측정하는 단계와, 항행 시스템(NAV)으로 두 지점들에서 그리고 지점들사이에서
플랫포옴의 위치 및 고도를 측정하는 단계와, NAV측정치로부터 두 지점들간의 직선 거리 및 방향을
산정하는 단계와; SBI측정치로부터 두 지점에서 플랫포옴의 순간 이동선에 관련한 에미터의 명확한
각도 위치를 산정하는 단계와; 두 지점에서의 플랫포옴의 롤, 피치 및 요 값에 대해 보정된, 플랫포
옴에 관련한 에미터의 산정된 명확한 각도 위치값으로부터 두지점에서 직선 세그먼트에 관련한 에미
터의 명확한 각도 위치를 산정하는 단계와; LBI측정치로부터 두 지점간의 신호의 불명확한 위상차의
변화값을 산정하는 단계와, 산정된 각도 위치 및 불명확한 변화값으로부터 두 지점간의 신호의 불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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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한 위상차 변화값을 산정하는 단계와; 두 지점에서의 플랫포옴의 롤, 피치 및, 비행 방향값에 대
해 보정된, 두 지점간의 신호의 명확한 위상차 변화값을 산정하는 단계와; 측정된 신호파장, 산정된
직선 길이, 두 지점에서 직선 세그먼트에 관련한 에미터의 산정된 각도 위치 및, 두지점에 산정되고
보정된 명확한 위상차 변화값으로부터 직선 세그먼트의 중간 지점에서 에미터까지의 정밀 경사 거리
및 각도 위치를 산정하는 단계와; 제2지점에서 플랫포옴의 에미터까지의 정밀 경사거리 및 각도위치
를 사정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전술한 바람직한 방법의 상술된 방정식들이 선 세그먼트의 중간 지점으로부터 에미터까지의 경사 거
리를 산정한다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 이들은 다음의 방정식으로부터 지상의 측정된 플랫포옴 고도
A에 산정된 값들을 보정함으로써 Cartesian거리 Rc 및 θc로 변환될 수 있다.

제4도에는 경사 거리
및 각
와 Cartesian 거리 R c 및 각 θ c 간의 기하학적 관계가 도시되어
있다. 전술한 분석은 두 지점 T0 와 T1 에서 순간적으로 측정이 이루어진다고 가정한다. 그러나, 실제
시스템에서는 신호 반사 및 다른 다중 경로 에러에 의해 시스템 수행력이 저하될 수 있다는 것이 공
지되어 있다. 따라서, 본 발명의 방법의 바람직한 실시예에서, 이러한 에러소스를 최소화하기 위해
두 지점에서 측정된 하나 또는 그 이상의 펄스의 짧은 개시 부분에 대해서만 관련 매개변수의 측정
치가 유도될 것이 기대된다. 특히, 전형적인 바람직한 실시예에서 간섭계의 위상 및 주파수 측정에
사용되는 최신의 위상 퀀타이저내에서 양호하게, 펄스의 최초 100나노초에 대하여 신호 매개변수가
측정될 것이 기대된다.
또한, 잡음이 유도된 위상 에러를 다수의 펄스에 대한 관련 매개 변수의 측정치를 평균화함으로써
의 인자로 감소될 수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으며, 여기서 N은 각 지점에서 형성된 독립 펄스
측정치의 수이다. 따라서, 바람직한 실시예에서 관련 측정치가 두지점 각각에서 복수의 연속 펄스에
대해 평균화될 것이 기대되고, 예상되는 전형적인 바람직한 실시예에서 관련 매개변수가 각 지점에
서 최소 12개의 연속 펄스에 대해 평균화될 것이 기대된다.
따라서, 바람직한 방법의 다른 실시예에서 신호 파장, SBI위상차 및, LBI위상차의 관련 매개변수가
각지점에서 신호의 12개 연속 펄스의 최초 100나노초에 대해 측정되고 및 평균화될 것이다.
거리 방정식을 미분하고 거리로 나눔으로써, 루트-섬 스퀘어(root- sum square)가 거리 에러 백분율
을 얻는 이론적 에러 방식이 3개의 주된 에러항을 가지고 유도될 수 있다. 3개의 주된 에러항은 다
음과 같다.

여기서, E(S)=SBI RMS 위상 에러, E(L)= LBI RMS위상 에러(진동포함), E(H)=비행방향 에러,
λ=파장,
=두 측정 지점을 연결하는 직선의 중간 지점으로부터 에미터의 각도, α=플랫포옴의 노
우즈를 벗어난 LBI각도, β=플랫포옴의 노우즈를 벗어난 SBI각도, Ds =SBI길이, DL =LBI길이, L=측정
지점간의 플랫포옴이 통과하는 직선 세그먼트의 길이, 상기 이론적 에러 방식으로부터, Monte Carlo
모의 실험 기술을 사용하여 본 발명의 SBI/LBI시스템의 수행을 예측하고 최적화 시키도록 모의 실험
모델이 창출될 수 있다. 특히, SBI 와 LBI디멘션간 및, 위상 링킹을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만족
되어야 하는 장착각도, 측정에러 및, LBI진동 진폭간에 임계관계가 존재한다는 것을 볼 수 있다.
이 관계는 다음과 같다.

여기서, E(ø)=RMS위상 측정 에러(랜덤 성분),
=SBI바이어스 에러, Av=LBI진동진폭, K=위상
링킹 에러의 확률 결정 상수(8의 값은 0.1%의 에러 확률을 얻게됨) E(ø)의 값은 평균된 측정수를
변화시킴으로써 조정될 수 있다.
이 관계가 만족되지 않은 경우, 시스템은 종래의 단일 간섭계 시스템에 잠재적으로 존재하는 총에러
와 비슷한 총에러를 생성할 것이며, 따라서 본 발명의 공지된 가장 좋은 형태에 따라 실행되는 수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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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거리 탐지 방법이 상기 관계를 만족시킬 것으로 여겨진다.
본 발명의 주제와 일치하여 시스템의 정확도 및 수행력을 평가하기 위해, 실제의 비행시험 방식이
구성되어 비행 및 시험되었다. 제5도는 9.024인치 길이의 4개의 요소를 갖는 단기선 간섭계 배열기
(1)와 제2요소로서 SBI배열기(1)내의 기준 안테나를 사용한 142.44인치 길이의 단일 안테나 LBI배열
기(2)를 포함하여 시험 비행된 SBI/LBI시스템의 블록도이다. 이들 각각의 배열기와 함께 SBI RF/IF
변환기(3)와 LBI RF/IF변환기(4)가 위치하며, 이들 변환기로부터 하향-변환된 SBI 및 LBI IF신호가
IF처리기(5)에 공급된다.
Hewlett Packard 8645B 8-12 GHZ 합성기가 수동식 동조형 국부발진기(6)로서 사용되며 , 분할회로
(6a)를 통하여 LO신호를 2개의 RF/IF변환기(3, 4)에 송출한다.
조종실 디스플레이 유니트(8)를 갖는 상업적 등급의 관성 항향 시스템(NAV)은 초당 8회 측정 비율로
위도, 경도, 롤, 피치 및, 비행방향 정보를 제공하였다. 인터페이스 유니트(9)는 IF처리기(5)에 의
해 제공된 펄스 측정치와 NAV(7)로부터의 항로 및 고도 데이터를 완충시키고, 입/출력(I/O)확장 유
니트(10)를 통하여 칼라 그래픽 디스플레이(12)를 갖는 디지털 프로세서(11)뿐만 아니라 디지털 자
기 테이프 카세트 레코더(13)에 데이터를 전송한다. 오실로스코프(14)는 동조기로서 신호 신호를 모
니터링하는데 사용된다.
인버터 및 전원(15, 16, 17)은 RF/IF변환기(3, 4), NAV(7) 및, 비디오 처리 및/또는 모니터링 장비
각각의 사용에 적당한 전원 형태로 28VDC항공기 전원을 변환시키는데 제공되었다.
본 시스템은 Merlin IV항공기에 설치되었다. 따라서, 설치 세부 품목들은 시스템 최적화보다는 유용
한 공간 및 편리성을 위한 제품들이었다. SBI안테나 배열기(1)는 통상 기상 레이다를 덮는 보호용
노우즈 레이도움(nose radome)에 설치한다. LBI안테나(2)는 부조종사의 윈도우에 설치된다. SBI(1)
는 0°피치에서의 항공기의 중심선에 관하여 28.124°의 각도에서 설치되고, LBI(2)가 6.0°의 피치
에서의 항공기 중심선에 관하여 11.2°의 각도에서 설치된다.
컴퓨터(11)는 두가지의 작동방식을 제공하도록 프로그램밍 되었다. 한가지 방식은 실시간 거리 분해
를 제공하여, 그 결과를 칼라 디스플레이(12)상에 디스플레이하고, 다른 방식에서는 IF처리기(5) 및
NAV(7)로부터 나온 로오(raw)데이타가 컴퓨터(11)에 의해 얻어지고 내부 자기 디스크 매체상에 기록
되었다. 각 시험의 종료시, 데이터가 디스크로부터 자기 테이프 카세트(13)에 카피되고, 디스크 파
일이 다음번 시험용 공간을 제공하도록 소거된다. 각 비행의 종료시, 테이프에 기록된 데이터가 지
상에서 처리된다.
SBI/LBI비행시험이 뉴욕, 롱 아일랜드의 비행이 용이한 곳에서 시험거리로 실시되었다. 지상의 진리
치는 또한 에미터로서 역할을 하는 나이키 추적 레이다에 의해 제공되었다. 에미터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주파수 : 8.6㎓
PRF : 500PPS
펄스폭 : 0.25마이크로초
거리정확도 : 12미터
각도 정확도 : 1.0°
항공 시스템과 추적 레이타 클럭간의 시간 동기화는 항공기상의 컴퓨터 클럭을 세팅하는데 사용되었
던 휴대용 밧데리 전원의 시간 표준기를 가지고 달성되었다. 시간, 경사거리, 방위 및 고도각으로
구성된 지상 진리치 데이터는 자기 테이프상에 기록되며, 다음의 값들로 분해가능하였다.
시간 : 0.2초
거리 : 1야드
각도 : 0.001°
6가지 비행 시험은 10 내지 50해리(MM) 의 거리, 15 내지 90°의 노우즈를 벗어난 각도 및, 2°/초
까지의 전환속도 및 +20°또는 -20°롤의 항공기 동력을 포함한 세가지 다른 궤적을 사용하여 실시
되었다.
사용된 이 세가지 궤적은 "스네이크(snake)", "클로우징(closing)" 및, "크레슨트(crescent)"로 불
리워진다. 이 "스네이크"는 사인곡선식으로 변하는 비행방향을 갖는 비행 추적이다. 두가지 스네이
크 비행이 2°/초와 1°/초의 전환 속도에서 실시되었다.
"클로우징"궤적은 에미터까지의 단조롭게 변화하는 거리 및 각도를 갖는 거의 직선식 레벨 추적이었
다. 하나의 클로우징 궤적이 비행되었다.
"크레슨트"궤적은 0.5°/초의 일정한 전환속도를 유지함으로써 에미터까지의 거의 일정한 거리에서
의 단계적 각도 변화를 제공하도록 구성되었다. 세가지 경우의 크레슨트 궤적이 17 NM, 40NM 및
48.5NM의, 공칭 거리에서 비행되었다.
각 비행 시험 세그먼트는 컴퓨터(11)디스크 용량에 의해
먼트는 세가지 SBI(1)위상, LBI(2)위상 및, 네가지 신호
피치 및 비행방향의 1440개의 측정치를 합한 86,800개의
이터는 자기 테이프에 카피되고, 디스크 공간은 다음 시험을

3분동안으로 제한되었다. 각각의 시험 세그
진폭의 측정치에 항공기의 위도, 경도, 롤,
단펄스를 수집했다. 각 시험의 종료시, 데
위해 소거되었다.

지상 처리방법은 2단계로 수행되었다. 제1단계에서, 단 펄스 데이터가 자기 테이프로부터 다시 판독
되었고, 펄스 측정 평균치가 계산되었다. 그 다음으로, 위도, 경도, 롤, 피치 및, 비행방향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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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테이프로부터 판독되었고, 펄스 데이터의 도달 시간에 보간(補間)되며, 만일 파일안으로 평균 펄
스 데이터와 합쳐진다. 제2처리 단계는 거리 탐지 방정식을 파일내의 데이터에 적용하여 수행 통계
를 계산하였다. 끝으로, 측정된 RMS거리 탐지에러는 이론적 에러 방식에 비교되어, 예상 에러의 이
론 방식의 정확도를 평가한다.
LBI/SBL비행 시험의 일람이 제6도의 표로 예시되어 있다. LBI(2)측정 에러를 평가하는데 사용된 런
3을 포함한 두가지 경우를 제외하고는, 13,656거리 측정치에 대한 전체 RMS에러는 실제치가 8.9%였
고, 이론치가 8.6%였다. 주파수 스위피(sweep)화, 위상 코드화 및 주파수 호프화 신호들은 그들의
방법상 효과가 이해되고 보상되지 않을 경우 SBI/LBI거리 탐지 정확도를 저하시키리라고 예상된다.
이들 효과에 대한 분석은 항공기 중심선으로부터 30°방향인 20.99인치 단기선 간섭계와 항공기 중
심선으로부터 15°방향인 204인치 장기선 간섭계를 활용한 또다른 전형적인 시스템에 의하여 실행되
었다.
쌍위상 코드화 쳐프(chirp)신호의 경우에 있어서, SBL와 LBI측정값은 위상 측정값에 유입되는 ±180
°위상 "글리치(glitch)"에 의하여 교란된다. 수행효과는 신호에 대한 각도, 비디오 대역폭 및, 위
상 측정값의 통합 주기에 의존한다.
그러나, 전형적인 시스템의 최악-경우의 분석은 SBI배열기의 경우 0°, LBI배열기의 경우 15°일때
가 최악-경우의 각도임을 나타낸다. 0°에서의 신호에 있어서, 위상 글리치의 폭은 1.5나노초인데,
-9

그 이유는 SBI에 대한 경로 길이차가 약 18인치이고 광속은 약 1ft/10 초이기 때문이다. 35나노초의
상승시간을 갖는 10㎒ 비디오 필터에 의해 180°글리치가 약 7.7°로 감쇠된다. 바람직한 실시예의
-9

100×10 초에 대하여 글리치가 평균화될 경우, 그 값은 약 0.12°로 감소될 것이며, 따라서 무시해
도 좋다.
LBI의 경우, 15°의 상대각에 대해, 경로 길이의 차이는 약 15피트이고, 10㎒비디오 필터를 통과하
-9

여 100×10 초에
걸쳐 평균화 후의 그리치는 약 11.14°의 에러를 만들어낸다. 플랫포옴을 약
450NM/hr의 속도로 이동시키고, 두번째 SBI/LBI측정이 10초 뒤에 행하여졌다면, 글리치에 의해 유도
된 두번째 측정의 에러는 14.09°가 될 것이다. 위상차의 결과적 에러는 2.95°무시할 수 있다.
따라서, 방식화된 시스템에 대한 최악인 경우의 시나리오에 있어서, 위상 코드화 신호는 본 발명의
시스템이 무시할 정도의 영향을 줌을 나타낸다. 또한, 유사-랜덤 위상 코드화 신호가 가정될 경우,
바람직한 실시예인 12-펄스 평균 방법이 에러를 더욱 줄인다는 사실을 유의해야 한다. +180°또는
-180°위상 변화가 똑같다고 가정할 때, 상기 언급된 에러는 인자 6으로 또한 감소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주파수 스위프화 신호의 경우, 이들은 SBI/LBI 거리 탐지 수행력에 최소한의 영향을 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선형 스위프화 FM의 영향은 두가지 형태의 변칙을 유발시킨다. 그중 하나는 각각의 안테나
에서의 위상 측정값의 다양한 주파수에서 산출된다는 것이다. 이것은 바이어스 에러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두번째는 매우 긴 기선의 간섭계에서만 나타나는데, 이때 안테나들간의 시간 분리가 주파수
오프셋(offset)을 산출하며, 이로인해 부가된 위상 에러가 발생된다.
첫번째 에러의 경우, 본 발명의 전형적인 바람직한 실시예는 상술된 바와같이, 위상 및 주파수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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값이 펄스의 초기 100×10 초에 걸쳐 평균된 값임을 예견한다. 측정 경로들이 매칭되므로 평균 위상
측정값을 평균 주파수와 일치하여 거리 탐지 정확도가 감소하지는 않는다.
두번째 방식의 에러에 있어서, 수행력은 펄스내의 선형 FM의 기울기에 정비례하여 저하될 것이다.
최악인 경우의 신호가 100㎒의 선형 FM과 1×10

-6

초의 펄스폭을 갖는다고 가정하면, 신호의 기울기

-6

는 100㎒/1×10 초가 된다. 안테나 사이의 간격으로 인해, 간섭계는 한 안테나에서 다른 안테나보다
먼저 신호를 수신하는데, 안테나 간격에 따라 시간 지연이 증가된다. 위상 검출기에서 처리된 두개
의 채널이 시간(및 주파수)에서 오프셋 되므로, 수행력을 저하시킬 수 있는 위상 오프셋이 발생할
것이다. 주파수 쳐프 위상 오프셋 θc는 다음으로 주어지는데,
øc=2πDCos(θ+α)·C·쳐프속도·ts
상기식에서 C=광속,
ts=측정 기간.
상기 예견된 최악인 경우의 기하학에 있어서, 위상 오프셋은 SBI의 경우는 0.09°, LBI의 경우는 1
°로서 무시할만 하다. 따라서, 본 발명의 SBI/LBI시스템은 상술된 최악인 경우의 시나리오에 해당
하고, 현재 공지된 그 어떤 위협신호의 상황을 능가하는 모든 악 조건하에서 정확하게 기능을 수행
하는 것이 예상된다.
주파수 민첩 신호의 경우, 넓은 RF의 민첩 범위와 랜덤 펄스 주파수 패턴을 갖는 신호에 대하여
SBL/LBI거리 탐지 능력을 성취하기 위하여서는 두가지 요구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첫번째는 상이
한 주파수에서 발생하는 펄스들을 정확하게 위상 연결시키는 것이다. 두번째는 연결된 주파수 차이
에 의해 야기된 위상 에러를 보정하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수용하기 위하여, 하기에서와 같은 바람직한 실시예에 의하여 SBI/LBI데이터 수집 방
법에서 변화되어야 한다. 주파수 어자일 레이다가 검출될때, 다수의 펄스 N에 대한 파장과 LBI위상
차는 주파수 안정 에미터의 경우에 행하여진 바와같이 일련의 측정값을 평균하는 대신 프로세서내에
서 측정되어 기억된다. 두번째 측정이 행하여 졌을때, 이 두가지 방법은 소정의 주파수 범위 ΔF 내
에서 펄스쌍을 찾아내는데 사용된다. 특정된 주파수 범위 ΔF내에서 충분히 큰 일련의 펄스쌍을 찾
을 경우, 주파수 오프셋 위상 보정은 일단 불명확하게 측정된 LBI위상차에 대하여 행해지고, 그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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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를

평균한 뒤 위상이 연결된다.

기억되고 처리된 펄스들의 수 N과 ΔF의 값을 최적화하도록 트레이드오프(trade off)가 이루어져야
한다. 최적화 방법은 LBI에서의 주파수 오프셋 위상 보정에 의한 위상 에러가 에러의 위상 링킹 확
률 또는 거리 탐지 정확도를 떨어뜨리지 않을 정도로 충분히 작고, 바람직한 실시예의 평균 범위를
만족시킬 최소한 12개의 펄스 쌍을 찾아낼 확률이 높도록 충분히 큰 ΔF값을 찾는 것이다. 이러한
방법을 성취하기 위하여, 우선 주파수 오프셋 위상 보정에 대한 알고리즘(algorithm)이 유도되어야
하는데, 이러한 유도치는 대처해야 하는 정확도 구속력과 고려중인 특별한 시스템에 관한 에러 특징
을 평가하기 위해 취해지고, 이러한 범주내에서 위상 링킹의 높은 확률을 제공하는데 필요한 ΔF의
값과 측정 수 N이 예견된다.
따라서, F2 에서 측정된 불명확한 위상값 ø2 , 주파수 F1 에서 측정된 불명확한 위상값 ø1 , SBI각도 측
정치 θ 및, LBI방향 α에 대하여 위상 보정이 다음식으로 주어진다 :

상기식에서,

은 참조 안테나와 LBI안테나로부터 위상 검출기까지 케이블 길이의 차이가 있을때

발생할 수도 있는 위상 바이어스를 나타낸다. 케이블 길이의 차이가 알려졌으므로,
가능하다. 동일주파수를 갖는 펄스에 대하여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항의 계산이

상기 식이 유도되고 SBI각도 측정 에러항이 치환된다면 다음의 에러 공식이 된다 :

방식화되어 시험된 전형적 시스템에 있어서, 주파수 오프셋 보정 에러는 2GHz와, 플랫포옴의 노우즈
에서 120°벗어나 곳에서 최대이다. 그러나 이러한 각도에서, SBI각도 측정 에러가 거리 탐지 정확
도를 좌우한다. LBI위상 측정 에러에 대하여 거리 탐지 에러가 가장 민감한 작은 82.5°이다. 따라
서, 2GHz에서 82.5°이다.
E(øF2-øF1)=0.005ΔF·E(ø).
상기 방정식은 단펄스 에러를 나타낸다. 그러나, 과정 처리전에 12개의 펄스가 바람직한 실시예에서
평균화된다. 따라서, 주파수의 예측된 랜덤 분배에 따라서, ΔF는 -ΔF에서 +ΔF의 균일한 분배에
따른 랜덤 변수로서 취급될 수 있다. 12개의 펄스를 평균한후 RMS 값은 0.167 ΔF이다. 따라서, 다
음과 같이 된다 :
E(øF2-øF1)=0.000837ΔF E(ø).
만일 상기 에러가 랜덤한 LBI위상 측정 에러의 1/4보다 작다면, 위상 링킹 수행력과 거리 탐지 정확
도에 무시할만한 영향을 끼친다. 따라서, 바이어스 에러가 10°인 기술된 예시적 시스템에 있어서,
ΔF는 약 96㎒보다 작다. 이로인해 바이어스 에러를 0.8로 감소시키는데, 이는 다른 에러에 비하여
무시할만하다.
트레이드오프내의 잔류 요소는 처리시 최소한 12개의 펄스상을 찾아낼 수 있는 높은 확률을 제공하
는데 필요한 측정값의 수를 산출할 수 있게 한다. 250㎒대역폭내의 ΔF에 부합되는 단 펄스쌍의 확
률은 다음과 같다 :

NXN검사에서 최소한 12개의 쌍이 발견될 확률은 다음과 같다 :

다음의 표는 ΔF=96㎒의 경우 P12를 열거한 것이다.

따라서, 예시적 시스템에 있어서, 확률이 0.998인 12쌍의 매칭인 펄스를 위치설정하기 위하여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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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 2개의 부가적 측정값만이 필요하다. 단지 11개의 쌍이 발견될 수 있는 0.2%경우에 있어서, 거
리 에러는 1.05인 매우 작은 인자로 증가한다. 2GHZ에서의 충분한 마진이 존재하기 때문에, 위상 링
킹에 대한 영향은 없다.
본 기술의 숙련자에게 이제 명백해지는 바와같이, 본 발명의 방법의 SBI, LBI거리 탐지 기술은
진동, 다중경로, 랜덤 효과, 항공기 방향조정 및 측정에러등이 존재하는데 상황하에서, 그리고 실질
적인 응용분야에서 활용된다. 측정된 비행 시험 결과와 상기 제시된 이론적 에러 방식간에서는 우수
한 상관 관계가 있다. 이러한 상관 관계는 에러 방식이 다양한 시스템의 주어진 성능을 예견하기 위
한, 또한 모든 공지된 신호 코드화 표적 에미터에 대하여 효과적인 도구임을 확인시킨다. 따라서,
비행 시험예에서 및 상술된 특수 시스템은 본질상 일례로서 고려되어야 하며, 본 발명의 사상과 범
위는 첨부된 특허청구의 범위에 의해서만 한정되어야 한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임의의 시간 주기 및 거리로 분리된 경로를 따른 복수의 지점들간에 발생한 에미터 신호의 불명확한
위상 변화를, 상기 지점들 사이에서 이동하는 플랫포옴상에 장착된 장기선 간섭계(LBI)(2)로 측정하
는 단계를 포함하는 수동식 거리 탐지 방법에 있어서, 상기 플랫폼상에 장착된 단기선 간섭계
(SBI)(1)로 상기 지점들에서 상기 위상을 명확하게 측정하는 단계와, 상기 LBI 위상 변화 측정치의
불명확성을 분해하도록 상기 SBI의 명확한 위상 측정치를 사용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수동식 거리 탐지 방법.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제1 및 제2지점(T0 , T1 )에서 상기 신호의 파장 및 명확한 위상차를 상기 단기선 간
섭계(SBI)(1)로 측정하는 단계와; 상기 지점들에서 상기 경로에 관련한 상기 에미터의 명확한 각도
위치를 상기 SBI 측정치로부터 산정하는 단계와; 명확한 LBI 위상차가 위치해야 하는 거리를 상기
산정된 각도 위치로부터 예측하는 단계와; 상기 지점들간의 상기 신호에서 발생하는 2π 회전 정수
를 상기 예측된 거리 및 불명확한 측정치로부터 산정하는 단계; 상기 지점들간의 명확한 LBI 위상
변화값을 상기 불명확한 변화값 및 상기 산정된 2π회전수로부터 산정하는 단계를 추가로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수동식 거리 탐지 방법.
청구항 3
제2항에 있어서, 디멘젼, 장착각도, 측정 에러 및, 진동 진폭을 포함하는 상기 SBI와 LBI 간의 관계
는 다음의 기준식 :

여기서 :
E(ø)=RMS 위상 측정 에러(랜덤 성분),
DL=LBI 길이,
DS=SBI 길이,
θ=두측정 지점을 연결하는 직선의 중간 지점으로부터의 에미터 각,
α=플랫포옴 중심선으로부터의 LBI 각,
β=플랫포옴 중심선으로부터의 LBI 각,
바이어스 에러,
Av=LBI 진동 진폭,
λ=신호 파장,
K= 상수.
를 만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수동식 거리 탐지 방법.
청구항 4
이동식 플랫포옴으로부터 펄스 신호의 고정식 비협동적 에미터까지의 수동식 거리 탐지 방법에 있어
서, 상기 플랫포옴의 경로를 따른 제1 및 제2지점에서 상기 신호의 최소 하나의 펄스의 최소 일부분
의 파장을 측정하는 단계와; 상기 제1 및 제2지점에서 상기 신호의 최소 하나의 펄스의 최소 일부분
의 명확한 위상차를 단기선 간섭계(SBI)로 측정하는 단계와; 상기 지점들에서 상기 신호의 최소 하
나의 펄스의 최소 일부분의 불명확한 위상차를 장기선 간섭계(LBI)로 측정하는 단계와; 상기 지점들
에서, 그리고 그 지점들 사이에서 상기 플랫포옴의 위치 및 고도를 항행 시스템(NAV)으로 측정하는
단계와; 상기 지점들간의 직선의 길이 및 방향을 상기 NAV 측정치로부터 산정하는 단계와; 상기 제1
및 제2지점에서, 상기 플랫포옴의 롤, 피치 및, 비행방향에 대해 보정된, 상기 직선에 관련한 상기
에미터이 명확한 각도 위치를 상기 SBI 및 NAV 측정치로부터 산정하는 단계와; 상기 지점들간의 상
기 신호의 불명확한 위상차 변화를 상기 LBI 측정치로부터 산정하는 단계와; 상기 지점들에서 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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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포옴의 롤, 피치 및, 비행방향에 대해 보정된 상기 지점들간의 상기 신호의 명확한 위상차 변화
를 상기 산정된 각도위치, NAV 측정치 및, 상기 산정된 변화값으로부터 산정하는 단계와; 상기 신호
의 상기 측정된 파장과, 상기 직선의 산정된 길이와, 상기 지점들에서의 상기 직선에 관련한 상기
에미터의 산정된 각도 위치와, 상기 지점들간의 명확한 위상차 변화값으로부터 상기 직선의 중간 지
점에 관련한 상기 에미터의 경사 거리 및 각도 위치를 산정함으로 인해 공간내의 어느 다른 지점과
관련한 상기 에미터의 존재하는 각도 위치 및 거리가 산정될 수도 있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
으로 하는 수동식 거리 탐지 방법.
청구항 5
제4항에 있어서, 상기 제1 및 제2지점에서 상기 신호의 파장, 명확한 위상차 및, 불명확한 위상차를
측정하는 상기 단계들은 상기 지점들에서 상기 신호의 최소 하나의 펄스의 개시 부분에 대하여 상기
값들을 측정하는 단계와, 상기 개시 부분에 대하여 상기 값들을 평균하는 단계를 추가로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수동식 거리 탐지 방법.
청구항 6
제5항에 있어서, 상기 값들은 상기 하나의 펄스의 최소한 최소 100나노초에 걸쳐서 평균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수동식 거리 탐지 방법.
청구항 7
제6항에 있어서, 상기 제1 및 제2지점에서 상기 신호의 파장, 명확한 위상차 및, 불명확한 위상차를
측정하는 상기 단계들은 상기 지점들에서 상기 신호의 복수의 연속 펄스에 대하여 상기 값들을 측정
하는 단계와; 상기 복수의 펄스에 대하여 상기 값들을 평균하는 단계를 추가로 포함하는 것을 특징
으로 하는 수동식 거리 탐지 방법.
청구항 8
제7항에 있어서, 상기 값들은 각각의 상기 지점에서 상기 신호의 최소 12개의 연속 펄스들에 대하여
평균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수동식 거리 탐지 방법.
청구항 9
제4항에 있어서, 상기 제2지점(T1 )에서 상기 플랫포옴에 관련한 상기 에미터의 경사 거리 및 각도
위치를 산정하는 단계와; 상기 제2지점에서 지상의 상기 플랫포옴의 고도를 측정하는 단계와; 상기
제2지점에서 상기 플랫포옴에 관련한 상기 에미터의 Cartesian 거리 및 각도 위치를, 상기 제2지점
에서의 상기 측정된 고도와 상기 에미터의 산정된 경사 거리 및 각도 위치로부터 산정하는 단계를
추가로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수동식 거리 탐지 방법.
청구항 10
이동식 플랫포옴으로부터 에미터 신호의 위상을 측정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수동식 거리 탐지 방법에
있어서, 경로를 따른 복수의 지점들로부터 상기 에미터를 향한 각도차를 설정하기 위해 상기 이동식
플랫포옴상에 장착된 장기선 간섭계(LBI)를 사용하여 상기 지점들간에 발생하는 상기 에미터 신호의
정밀하나 불명확한 위상 변화를 측정하는 단계와; 상기 지점들로부터 상기 에미터를 향한 각도를 설
정하기 위해 상기 이동식 플랫포옴상에 장착된 단기선 간섭계(SBI)를 사용하여 상기 경로를 따른 상
기 지점들간에 발생하는 상기 에미터 신호의 명확한 위상을 측정하는 단계와; 상기 에미터까지의 거
리를 설정하기 위해 상기 LBI 각도 변화 측정치의 불명확성을 분해하기 위해 상기 SBI 각 측정치를
사용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수동식 거리 탐지 방법.
청구항 11
임의의 시간 주기 및 거리로 분리된 경로를 따르는 둘 또는 그 이상의 지점들간에 발생하는 에미터
신호의 정밀하나 불명확한 위상 변화를 측정하기 위해 이동식 프랫포옴상에 장착된 장기선 간섭계
(LBI)를 구비한 수동식 거리 탐지 장치에 있어서, 상기 지점들에서 명확하게 상기 위상을 측정하기
위한 상기 플랫포옴상에 장착된 단기선 간섭계(SBI)(1)와, 상기 LBI 위상 변화 측정치의 불명확성을
분해하기 위한 수단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수동식 거리 탐지 장치.
청구항 12
제11항에 있어서, 상기 지점들에서 상기 경로에 관련한 상기 에미터의 명확한 각도 위치를 상기 SBI
측정치로부터 산정하기 위한 수단과; 명확한 LBI 위상차가 위치해야하는 거리를 상기 산정된 각도
위치로부터 예측하기 위한 수단과; 상기 지점들간의 상기 신호에서 발생하는 2π 회전 정수를 상기
예측된 거리 및 상기 불명확한 측정치로부터 산정하기 위한 수단과; 상기 지점들간의 명확한 LBI 위
상 변화를 상기 불명확한 변화값 및 산정된 2π회전 정수로부터 산정하기 위한 수단을 구비한 신호
처리 수단을 추가로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수동식 거리 탐지 장치.
청구항 13
이동식 플랫포옴으로부터 펄스 신호의 고정식 비협동적 에미터까지의 수동식 거리 탐지 장치에 있
어서, 상기 플랫포옴의 경로를 따른 제1 및 제2지점에서 상기 신호의 최소 하나의 펄스의 최소 일부
분의 파장 및 명확한 위상차를 측정하기 위해 상기 플랫포옴에 장착된 단기선 간섭계(SBI)(1)와; 상
기 SBI 보다 더 긴 기선을 갖고, 상기 지점들에서 상기 신호의 최소 하나의 펄스의 최소 일부분의
불명확한 위상차를 측정하기 위해 상기 플랫포옴에 장착된 장기선 간섭계(LBI)(2)와; 상기 지점들에
서, 그리고 그 지점들간의 상기 플랫포옴의 위치 및 고도를 측정하기 위한 항행(NAV)수단(7)과; 신
호 처리 수단을 포함하는데, 상기 신호 처리 수단은 상기 지점들간의 직선의 길이 및 방향을 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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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V 측정치로부터 산정하기 위한 수단(11)과; 상기 제1 및 제2지점에서 상기 플랫포옴의 롤, 피치
및 비행방향에 대해 보정된, 상기 직선에 관련한 상기 에미터의 명확한 각도 위치를 상기 SBI 및
NAV 측정치로부터 산정하기 위한 수단(11)과; 상기 지점들에서 상기 플랫포옴의 롤, 피치 및, 비행
방향에 대해 보정된, 상기 지점들간의 상기 신호의 명확한 위상차 변화를 상기 산정된 각도 위치,
NAV 측정치 및, 상기 산정된 불명확한 변화값으로부터 산정하기 위한 수단(11)과; 상기 신호의 측정
된 파장과, 상기 직선의 상기 산정된 길이와, 상기 지점들에서 상기 직선에 관련한 상기 에미터의
상기 산정된 각도 위치와, 상기 지점들간의 상기 산정된 명확한
위상차 변화값으로부터 상기 직선
의 중간 지점에 관련한 상기 에미터의 경사 거리 및 각도 위치를 산정함으로 인해 공간의 어느 다른
지점에 관련한 상기 에미터의 존재하는 각도 위치 및 거리가 산정될 수 있게 하기 위한 수단(11)을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수동식 거리 탐지 장치.
청구항 14
제13항에 있어서, 상기 지점들에서 상기 신호의 상기 복수의 펄스의 개시 부분에 대해 상기 신호의
파장, 명확한 위상차 및 불명확한 위상차의 상기 값들을 측정하고, 상기 펄스의 상기 부분에 대해
상기 값들을 평균하기 위한 수단을 추가로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수동식 거리 탐지 장치.
청구항 15
제13항에 있어서, 지상의 상기플랫포옴의 고도를 측정하기 위한 수단을 추가로 포함하는데, 상기 신
호 처리 수단은 상기 제2지점에서 상기 플랫포옴에 관련한 상기 에미터의 Cartesian 거리 및 각도
위치를 상기 제2지점에서의 상기 에미터의 상기 산정된 경사 거리 및 각도 위치와 상기 측정된 고도
값으로부터 산정하기 위한 수단을 추가로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수동식 거리 탐지 장치.
청구항 16
제11항에 있어서, 디멘션, 장착 각도, 측정 에러 및, 진동 진폭을 포함하는 SBI 와 LBI간의 관계는
다음의 기준식,

여기서:
E(ø)=RMS 위상 측정 에러(랜덤 성분),
DL=LBI 길이,
DS=SBI 길이,

=두측정 지점을 연결하는 직선의 중간 지점으로부터의 에미터 각,
α=플랫포옴 중심선으로부터의 LBI 각,
β=플랫포옴 중심선으로부터의 LBI 각,
바이어스 에러,
Av=LBI 진동 진폭,
λ=신호파장,
K= 상수.
를 만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수동식 거리 탐지 장치.
청구항 17
이동식 플랫포옴으로부터 에미터 신호의 위상을 측정하는 수단을 구비하는 수동식 거리 탐지 장치에
있어서, 경로를 따른 복수의 지점들로부터 상기 에미터를 향한 각도의 정밀한 처리를 설정하도록 상
기 지점들간에 발생하는 상기 에미터 신호의 정밀하나 불명확한 위상 변화를 측정하기 위해 상기 이
동식 플랫포옴상에 장착된 장기선 간섭계(LBI)(2)와; 상기 지점들로부터 상기 에미터를 향한 각도를
설정하도록 상기 경로를 따른 지점들간에 발생하는 상기 에미터 신호의 명확한 위상을 측정하기 위
해 상기 이동식 플랫포옴상에 장착된 단기선 간섭계(SBI)(1)와; 상기 에미터까지의 거리를 설정하도
록 상기 LBI 각도차 측정치의 불명확성을 분해하기 위해 상기 SBI 각 측정치를 사용하기 위한 수단
을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수동식 거리 탐지 장치.
청구항 18
이동식 플랫포옴으로부터 펄스 신호의 고정식 비협동적 에미터까지의 수동식 거리 탐지 장치에 있어
서, 상기 플랫포옴 경로를 따른 제1 및 제2지점에서 상기 신호의 최소하나의 펄스의 최소 일부분의
명확한 위상차를 측정하기 위해 상기 플랫포옴에 장착된 단기선 간섭계(SBI)(1)와; 상기 SBI 보다
더 긴 기선을 갖고, 상기 지점들에서 상기 신호의 최소하나의 펄스의 최소 일부분의 불명확한 위상
차를 측정하기 위해 상기 플랫포옴에 장착된 장기선 간섭계(LBI)(2)와; 상기 지점들에서, 그리고 그
지점들간에 상기 플랫포옴의 위치 및 고도를 측정하기 위한 항행 수단(7)과; 신호 처리 수단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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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데, 상기 신호 처리 수단은 상기 지점들간의 직선의 길이 및 방향을 상기 항행 수단 측정치로부
터 산정하기 위한 수단(11)과; 상기 제1 및 제2지점들에서 상기 플랫포옴의 롤, 피치 및 비행방향에
대해 보정된, 상기 직선에 관련한 상기 에미터의 명확한 각도 위치를 상기 SBI 및 항행 수단의 측정
치로부터 산정하기 위한 수단(11)과; 상기 지점들간에 상기 신호의 불명확한 위상차 변화를 상기
LBZ 측정치로부터 산정하기 위한 수단(11)과; 상기 지점들에서 상기 플랫포옴의 롤, 피치 및, 비행
방향에 대해 보정된, 상기 지점들간의 상기 신호의 명확한 위상차 변화를 상기 산정된 각도 위치,
항행 수단의 측정치 및, 상기 산정된 불명확한 변화값으로부터 산정하기 위한 수단(11)과, 상기 신
호의 측정된 파장과, 상기 직선의 상기 산정된 길이와, 상기 지점들에서 상기 직선에 관련한 상기
에미터의 상기 산정된 각도 위치와, 상기 지점들간의 상기 산정된 명확한 위상차 변화값으로부터 상
기 직선의 중간 지점에 관련한 상기 에미터의 경사 거리 및 각도 위치를 산정함으로 인해, 공간의
어떤 다른 지점에 관련한 상기 에미터의 존재하는 각도 위치 및 거리가 산정될 수 있게 하기 위한
수단(11)을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수동식 거리 탐지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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