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특허 10-0309983

 
(19) 대한민국특허청(KR)
(12) 등록특허공보(B1)

(51) 。Int. Cl. 6

H04B 7/26
(45) 공고일자
(11) 등록번호
(24) 등록일자

2001년11월01일
10-0309983
2001년09월12일

(21) 출원번호 10-1999-0004329 (65) 공개번호 특1999-0077411
(22) 출원일자 1999년02월08일 (43) 공개일자 1999년10월25일

(30) 우선권주장 1998-084187 1998년03월30일 일본(JP)

(73) 특허권자 인터내셔널 비지네스 머신즈 코포레이션
포만 제프리 엘
미국 10504 뉴욕주 아몬크

(72) 발명자 혼다료지
일본사이따마껭기따까쯔시까궁마쯔부시쪼다나까2-16-13
기따야마후미히꼬
일본가나가와껭사가미하라시찌요다7-6-32
구세가즈시
일본가나가와껭후지사와시엔도695-3-30-509

(74) 대리인 장수길
주성민

심사관 : 김용재

(54) 전송 방법 및 이동 무선 송수신기

요약

정보의 전파를 보다 적절한 형으로 제어한다.

    
정보원으로부터 송신된 정보는, 이동국 사이를 홉(hop)되어 전파된다. 이 때 이동국에서는, 정보가 정보원의 위치로부
터 소정 거리이상은 전파되지 않도록 하거나, 정보의 유효 기한을 정해 유효 기한 내의 정보만 전파하거나, 전송 경로가 
중복되거나, 우회하거나 하지 않도록 제어한다. 특히, 이동국의 밀도가 높아지면, 전송해야 할 정보량이 폭발적으로 증
가하므로, 전송되는 정보를 선택/한정할 필요가 있다. 이동국이 정보 휴대 단말로서, 개인 사용자가 상기 정보 휴대 단
말을 구비하고 있는 경우, 예를 들면 정보원은 소매 점포이고, 특매 정보 등을 위치 정보와 함께 송신하고 있다. 정보 휴
대 단말을 보유하고 있는 사용자는, 특매 정보를 보고 특매소에 가는 경우도 있고, 흥미가 없으면 그 점포를 나간다. 점
포 밖으로 나와 사용자가 걷고 있으면, 다른 사용자가 보유하고 있는 정보 휴대 단말과 점포에 있던 사용자가 보유하고 
있는 정보 휴대 단말은 정보를 교환한다. 이것을 반복하는 사이에, 특매 정보에 흥미가 있는 개인에게 도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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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도
도 8

색인어
이동 무선 송수신기, 이동국, 기지국, 위치 검출기, 무선 통신 시스템, 위치 정보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종래 기술 및 본 발명의 전제를 나타내는 도면.

도 2는 종래 기술 및 본 발명의 전제를 나타내는 도면.

도 3은 종래 기술 및 본 발명의 전제를 나타내는 도면.

도 4는 송신 프레임의 일례를 나타낸 도면.

도 5는 본 발명에서의 이동국의 일례의 블럭도.

도 6은 정보의 전송을 행하지 않는 경우를 나타낸 도면.

도 7은 이동국사이의 평균 거리 D를 계산하기 위한 순서도.

도 8은 이동국이 정보를 전송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처리 순서를 나타낸 도면.

도 9는 도 8에서의 단계 250을 설명하기 위한 도면.

< 도면의 주요 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1 : 안테나

13 : 송수신기

15 : 통신 콘트롤러

17 : 표시 콘트롤러

19 : 메모리

21 : 표시 장치

23 : 입력 장치

25 : 위치 검출기

27 : 시각 검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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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원 발명은, 미약 전파를 이용하여 기지국으로부터의 무선 신호를 이동국이 다른 이동국으로 중계하는 무선 통신 시스
템에 관한 것으로, 보다 자세하게는 이 무선 통신 시스템에서의 이동국 사이의 무선 신호의 전송 방법에 관한 것이다.

    
특개평9-252277호 공보에는 이하와 같은 기재가 있다. 또한 도 1을 참조하고자 한다. 「고정국으로부터 송신된 정보
는, 우선 이동국 A국에 수신되고, (중략) A 국에서 처리되고 나서 이동국 B로 중계된다. 이후 차례대로 정보는 이동국 
B국으로부터, C국, D국으로 중계된다. 이러한 방식으로 정보를 중계함으로써 소전력으로의 통신으로, 넓은 범위에서 
정보가 통신 가능해진다.」 또, 송신 프레임에 재송신 카운터의 값을 포함시켜, 중계할 때마다 재송신 카운터의 값을 1 
증가시키고, 이 재송신 카운터의 값에 따라 중계하는지의 여부를 결정한다. 본 공보는, 이에 따라 정보를 국지적인 것으
로 할 수 있다고 적고 있다. 그러나, 중계 횟수에 따라 중계의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면, 근 거리에 존재하는 이동국끼리 중계한 경우, 정보가 고정국으로부터 그다지 전파하지 않는 사이에 중계 횟수의 
한도에 달해 버린다는 문제가 있다.
    

    
또한, 특개평10-32538호 공보에도 이하와 같은 기재가 있다. 또 도 2를 참조하고자 한다. 「이동체 CR1은, 주행중에 
GPS 장치 GP1로부터 현재 위치 및 현재의 시각을 수집하고 있고, 그것을 바탕으로 현재까지의 주행 궤적(경로)과 그 
경로 상의 평균 속도, 소요 시간, 혼재 정도등을 교통 정보 메시지 MS1로서 메모리 MM1에 축적하고 있다.」 또한, 도 
3에 대해 이하와 같은 기술이 있다. 「이동체 CR1과 이동체 CR2가 상호 통신 가능한 거리에 접근했다고 한다. 이동체 
CR2는 스스로 유지하고 있는 교통 정보 메시지 MS2-2를 이동체 CR1을 향해 발신하고, 이동체 CR1은 스스로 처리하
고 있는 교통 정보 메시지 MS1 및 송신해야 할 계산기 수신의 메일 정보 메시지 MS6을 이동체 CR2를 향해 발신한다. 
이동체 CR2에 수신된 교통 정보 메시지 MS1 중, 이동체 메시지 MS1 중, 이동체 CR2에서 중요한 부분은 표시 장치 D
S2에 신착 정보로서 표시된다. 마찬가지로, 이동체 CRl에 수신된 교통 정보 메시지 MS2-2 중, 이동체 CR1에서 중요
한 부분은 표시 장치 DS1에 신착 정보로서 표시된다.」 또한, 이하와 같은 기술이 있다. 「본 실시 형태예의 메시지 전
달 시스템은, 본질적으로 데이타의 도달 보증성은 없지만, 도달율을 가능한 한 올릴 필요가 있다. (중략) 실제로는, 동
일한 지역을 주행하고 있는 이동체가 다수 존재하므로, 어떤 지역/경로의 교통 정보 데이타는, 가장 최근의 것으로 차례
대로 갱신되어 가게 된다. 특히, 일본과 같이 항상 정체를 일으키고 있는 경우에는, 어떤 이동체의 주변에는 반드시 별
도의 이동체가 존재하므로, 실질적으로 유선계의 네트워크와 같은 정도의 고속, 광범위한 메시지 교환이 가능해진다.」 
또한, 인스턴트한 메시지는 광역 전달의 필요가 없으므로, 너무 길게는 축적하지 않고, 곧 소멸시키는 취지의 기술은 있
지만, 어떻게 인스턴트한 메시지인지를 판단하고, 어떠한 시기에 소멸될지에 대해 구체적인 기재는 없다. 또한, 이동국
이 국소적으로 다수 존재하는 경우의 문제에 대해서는 하등 언급되어 있지 않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이상 진술된 종래 기술에서는, 기지국(또는 고정국)으로부터 송신된 정보를 이동국끼리 교환해 가는 기구에 대해서는 
개시되어 있지만, 정보의 전파를 제어하기 위한, 이동국에서의 처리는 중계 횟수로 제어하는 것밖에 개시되어 있지 않
다. 따라서, 본원 발명의 목적은, 정보의 전파를 보다 적절한 형태로 제어하는 방법을 제공하는 것이다.

또한, 정보의 전파를 소정의 범위로 제한하는 것도 목적으로 한다.

또한, 전파되는 정보의 폭주를 피하는 것도 목적으로 한다.

보다 효율적인 정보의 전파를 가능하게 하는 것도 목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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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원 발명에서 전제가 되는 시스템은 상기된 종래 기술에 유사하다. 즉, 도 1에 도시된 바와 같이 기지국(도 1에서는 
고정국)이 발신한 정보를, 이동국 A국, B국, C국이라는 식으로 홉(hop)해 감에 따라 전파한다. 그리고, 이동국은 도 
2에 도시된 바와 같이, 적어도 안테나 AT1, 표시 장치 DS1, 수신 장치 RX1, 송신 장치 TX1을 구비하고 있고, 무선 신
호를 안테나 AT1을 통해 수신 장치 RX1로 수신하고, 수신한 무선 신호 중 상기 이동국의 사용자가 필요한 정보를 표
시 장치 DS1로써 사용자에게 제시한다. 한편, 소정의 정보를 포함하는 무선 신호를 송신기 TX1로써 안테나 AT1을 이
용하여 다른 이동국으로 송신한다. 도 3에 도시된 바와 같이, 이동국 CR2가 이동국 CR1과 교신하는 경우에는, 이동국 
CR2는 수신한 정보 MS2-2를 이동국 CR1로 송신하고, 이동국 CR1은 유지하고 있는 정보 MS1 및 MS6을 이동국 C
R2로 송신함으로써 정보의 교환이 이루어진다.
    

    
이와 같이, 이동국 사이에서 정보가 교환되는 것은 종래 기술과 거의 동일하지만, 본원 발명은 어떤 정보를 이동국 사이
에서 전파시킬지에 대해 나타내는 것이다. 즉, 이동 무선 송수신기에서 정보를 (최초로) 송신하는 정보원(informatio
n origin)의 위치 정보를 포함하는 수신 정보의 전송의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위치 정보를 이용하여 정보원으로부터의 
거리를 계산하는 단계와, 거리를 소정의 임계치와 비교하는 단계와, 거리가 소정의 임계치보다 긴 경우에는, 수신 정보
를 전송 불가로 결정하는 단계를 실행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정보의 전파는 정보원으로부터 소정의 범위에 한정되
고, 보다 국부적인 정보를 소정의 범위 내에 존재하는 사용자에게 전달할 수가 있다.
    

    
본원 발명의 다른 양태로서, 이동 무선 송수신기에서, 수신 정보의 전송의 여부를 결정할 때에, 수신 정보가 유효 기한 
마감인지를 판단하는 단계와, 유효 기한 마감이 되면, 수신 정보를 전송 불가로 결정하는 단계를 실행하는 것이 있다. 
진부화한 정보를 전송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전송 정보의 증대를 방지할 수 있다. 또한, 이동국의 이동 속도가 거의 일
정하면, 정보의 전파 범위도 정보원으로부터 소정의 범위에 한정되게 된다. 또, 종래 기술의 기재에는, 인스턴트한 정보
를 너무 길게 축적하지 않고, 곧 소멸시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지만, 어떻게 인스턴트인 메시지일까 판단하여, 어떠한 
시기에 소멸될지에 대해 구체적인 기재는 없다.
    

    
또, 수신 정보가 정보를 최초로 송신하는 정보원의 송신 시간 정보를 포함하는 경우에, 수신 정보가 유효 기한 마감인지 
판단하는 단계는, 송신 시간 정보를 이용하여, 송신 시각으로부터 소정 시간 경과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단계를 포
함한다. 또한, 수신 정보가 정보를 최초로 송신하는 정보원에 따른 유효 기한 시간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는 경우에, 수
신 정보가 유효 기한 마감인지 판단하는 단계는, 현재 시각이 유효 기한 시간을 경과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단
계를 포함한다.
    

    
본원 발명의 또 다른 양태로서는, 이동 무선 송수신기에서 송신원의 위치 정보를 포함하는 수신 정보의 전송의 여부를 
결정할 때에, 근방에 존재하는 이동 무선 송수신기의 밀도를 검출하는 단계와, 송신원의 위치 정보로부터, 송신원으로
부터의 거리를 계산하는 단계와, 밀도 및 거리가 소정의 조건을 만족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단계와, 소정의 조건을 
만족하고 있는 경우에는, 수신 정보를 전송 불가라고 결정하는 단계를 실행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이동국의 밀도가 높
은 경우라도 자기와의 거리가 짧은 이동국으로부터의 정보를 송신하지 않음에 따라, 송신 정보량의 폭발을 억제시켜, 
보다 효율적인 정보 전달을 달성할 수가 있다.
    

    
또 밀도 및 거리가 소정의 조건을 만족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단계는, 밀도가 소정치 이상이고, 또한 거리가 소
정치 이하인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단계를 포함하도록 하는 것도 생각할 수 있다. 밀도 및 거리가 소정의 조건을 만족하
고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단계는, 밀도 및 거리가 소정의 관계식을 만족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단계를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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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하도록 하는 것도 생각할 수 있다. 또, 소정의 관계식은 이동국의 밀도가 높은 경우라도 자기와의 거리가 짧은 이동국
으로부터의 정보를 수신한 경우에는 재송신하지 않은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본원 발명의 또 다른 양태로서는, 이동 무선 송수신기에서, 정보를 최초로 송신하는 정보원의 위치 정보 및 송신원의 위
치 정보를 포함하는 수신 정보의 전송의 여부를 결정할 때에, 정보원의 위치 정보 및 송신원의 위치 정보로부터, 정보원
과 송신원을 연결하는 직선과 송신원과 자신을 연결하는 직선이 이루는 각도가 소정 각도 이내인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단계와, 소정 각도 이내에 자신이 들어가 있지 않은 경우에는, 수신 정보를 전송 불가라고 결정하는 단계를 실행하는 것
이다. 이에 따라, 보다 효율적으로 멀리 정보를 전파할 수 있게 되고, 좁은 범위에서 전송하는 정보량이 폭발적으로 증
가하는 경우는 없어진다.
    

또, 소정 각도가 근방의 이동 무선 송수신기의 밀도에 따라 정해지도록 하는 것도 생각할 수 있다.

    
본원 발명의 또 다른 양태로서는, 이동 무선 송수신기에서, 정보를 최초로 송신하는 정보원의 위치 정보 및 송신원의 위
치 정보를 포함하는 수신 정보의 전송의 여부를 결정할 때에, 다른 이동 무선 송수신기와의 평균 거리를 검출하는 단계
와, 정보원의 위치 정보 및 송신원의 위치 정보를 이용하여, 정보원과 송신원을 연결하는 직선 상이라도 송신원으로부
터 정보의 수신 한계 거리가 떨어진 위치를 중심으로 하여 평균 거리를 반경으로 하는 원에 접하여 송신원을 통하는 2
개의 직선에 끼워진 영역에, 자신이 들어가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단계와, 자신이 들어가지 않은 경우에는 수신 정보
를 전송 불가라고 결정하는 단계를 실행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보다 효율적으로 멀리 정보를 전파할 수 있도록 하고, 
좁은 범위에서 전송하는 정보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일은 없어진다.
    

또, 송신원으로부터의 거리가 수신 한계 거리로부터 평균 거리를 뺀 값보다 큰 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단계와, 거리가 짧
은 경우에는 수신 정보를 전송 불가라고 결정하는 단계와 또한 실행하도록 하는 것도 생각할 수 있다.

이상은, 이동국에서의 처리로서 본원 발명을 표현했지만, 이러한 처리를 실시하는 이동 무선 송수신기로서 실시하는 것
도 가능하고, 또한 이러한 처리를 실시하는 프로그램으로서 실시하는 것도 가능하다. 또, 프로그램은, ROM (Read On
ly Memory) 등의 기억 디바이스, CD-ROM 등의 기억 매체에 기억되는 것이 통상이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위에서도 상술했지만, 도 1에 도시된 바와 같이 기지국(고정국)으로부터 발신된 정보를 이동국 사이에서 홉함으로써 
정보(프로그램을 포함)를 전달한다고 하는 전제는 본원 발명에서도 동일하다. 따라서, 이하는 본원 발명에 특징적인, 
기지국으로부터의 송신 정보와, 이동국의 구성과, 이동국에서의 처리에 대해 설명한다.

(1)기지국으로부터의 송신 정보

    
기지국은 말하자면 방송국과 같은 것으로, 자신의 광고 등을 송신한다. 먼저 상술된 바와 같이, 송신한 정보는 이 기지
국으로부터 소정의 범위 내에서 전파되도록 하기 위해 송신해야 할 정보와 함께 정보원의 위치, 또는 시각, 또는 이들의 
양방을 송신한다. 또한, 송신한 정보를 소멸시키기 위한, 거리적 또는 시간적 또는 이들 양방의 임계치를 포함해도 된다. 
본 발명에서 이용되는 송신 프레임의 일례를 도 4에 나타낸다. 기지국이 송신하는 경우, 송신원 위치(1) 및 정보원 위
치(5), 송신원 시각(2) 및 정보원 시각(6)은 각각 동일하고, 어느 하나를 삭제할 수가 있다. 또한, 송신원 속도(3)는, 
기지국의 경우 이동하지 않으므로, 0을 넣거나 삭제한다. 이동국의 경우, 속도 벡터를 입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이 송신원 속도(3)를 설치하는 것은 임의이다. 정보 카테고리(4)는, 정보 바탕에 의해 작성된다. 예를 들면 광고나 교
통 정보라고 한 분류에 미리 비트열을 대응시켜, 해당하는 분류의 비트열을 정보 카테고리(4)에 넣는다. 사용자가 필요
로 하는 정보를 간단히 필터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임계치(7)는, 정보원에 의해 지정되는 것이다. 거리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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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계치의 경우 정보원으로부터의 거리를 입력하고, 시간적인 임계치의 경우 파기시키는 시각 또는 정보원 시각으로부터
의 시간을 입력한다.
    

또, 기지국을 방송국과 같은 것으로 적었지만, 원래의 방송국과 같이 정보를 일방적으로 흘리는 것이 아니라, 이동국과 
무선 통신 접속을 행하고, 정보를 통신하도록 해도 좋고, 나중에 진술된 이동국과 같이 중계 기능을 구비하고 있어도 좋
다. 또한, 기지국이 정보원인 것을 전제로 했지만, 이동국 자신이 정보원이 되는 것도 가능하다.

(2)이동국의 구성

    
도 5에 이동국의 구성예를 나타낸 블럭도를 나타낸다. 안테나(11)에 접속된 송수신기(13)는 통신 콘트롤러(15)에도 
접속되어 있다. 또한, 표시 장치(21)는, 표시 콘트롤러(17)에 접속되어 있다. 표시 콘트롤러(17) 및 통신 콘트롤러(1
5)는 연휴하여 이동국 전체를 제어하도록 접속되어 있다. 또한, 양자는 메모리(19)에 접속되어 있고, 이 메모리(19)를 
공유하고 있다. 표시 콘트롤러(17)는 입력 장치(23)에 접속되어 있다. 통신 콘트롤러(15)는, 위치 검출기(25) 및 시
각 검출기(27)에 접속되어 있다.
    

    
송수신기(13)는, 무엇이든 상관없지만, FM 전파나 적외선 통신(IrDA 등)등이 바람직하다. 통신 콘트롤러(15)와 함께 
다른 이동국 또는 기지국과 접속의 타이밍을 계산하고, 통신을 행한다. 또한, 위치 검출기(25)에는, GPS나 PHS를 이
용할 수 있다. 이동국이 자동차인 경우에는 카네비게이션(car navigation)·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속도 센서 
또는 가속도 센서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이들을 이용할 수 있다. 위치의 정보는, 2차원(위도, 경도) 또는 3차원(위도, 
경도, 표고)이다. 시각 검출기(27)는, 시계 혹은 GPS로부터의 시각 정보를 취득하는 장치 혹은 전파 시계로부터 시각
을 취득하는 장치라도 된다. 통신 콘트롤러(15)는, 위치 검출기(25) 및 시각 검출기(27)로부터의 정보를 이용하여 이
동국의 속도 정보를 취득할 수가 있다.
    

    
이어서 이동국의 동작을 설명한다. 송수신기(13)는, 안테나(11)를 통해 무선 신호를 수신하고, 수신 정보를 통신 콘트
롤러(15)로 전달한다. 통신 콘트롤러(15)는, 수신한 정보를 메모리(19)에 저장하고, 새로운 정보를 수신한 것 및 메
모리(19) 내의 어드레스를 표시 콘트롤러(17)로 전달한다. 표시 콘트롤러(17)는, 표시가 필요한 정보인지의 여부를 
확인한 후, 표시가 필요한 경우에는 메모리(19) 내의 지정된 어드레스로부터 정보를 추출하고, 표시 장치(21)에 표시
한다. 사용자는 입력 장치(23)를 이용하여 표시해야 할 정보를 지정할 수가 있다. 예를 들면, 교통 정보가 알고 싶은 경
우에는, 교통 정보를 표시하도록 표시 콘트롤러(17)를 설정한다. 또한, 통신 콘트롤러(15)는, 다른 이동국에 송신해야 
할 정보가 메모리(19)에 존재하는 경우에는, 상기 메모리(19)의 소정의 어드레스로부터 정보를 판독하고, 도 4에 도
시된 송신 프레임을 작성하고, 송수신기(13)에 의해 안테나(11)를 통해 송신시킨다.
    

또, 통신 콘트롤러(15)는, 도 4에서 도시된 프레임의 선두에 있는 송신원 위치 정보나 정보원의 위치 정보를 수신한 바, 
상기 프레임을 전부 수신하든지 수신하지 않도록 하든지 판단하는 것 또한 가능하다.

(3)이동국에서의 처리

    
통신 콘트롤러(15)는 송신해야 할 정보의 선택을 행한다. 즉, 통신 콘트롤러(15)는, 정보마다 전송의 여부를 결정한다. 
이것은, 먼저 말한 것처럼 정보원으로부터의 거리나 시간에 따라 정보의 전파 범위를 한정하는 원하는 목적 외, 이동국 
및 기지국의 배치가 미지의 상태에서 행해지는 통신이기 때문에 경로의 지정을 할 수 없고, 이동국(및 기지국)의 밀도
가 높으면 전송로의 중복이 생겨 통신량이 증대한다고 하는 사태를 회피하는 데 필요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도 6과 
같은 상태이다. 도 6에서는, 이동국 A 및 이동국 B는 이동국이 고밀도로 존재하는 영역에 들어가 있고, 통신량 삭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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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그 중앙으로부터 이동국 C에는 동일한 정보원으로부터의 정보를 전송하지 않는다. 이동국 C에는 다른 이동국을 
통해 정보가 전달되면 된다.
    

이동국이나 메시지에 식별자를 붙임에 따라 전송로의 중복을 막을 수 있지만, 이것은 현실적이지 않고, 메시지가 길고 
커진다는 문제가 생긴다. 본원 발명은 거리와 시간에 따른 전송 정보의 선별 외에, 통신량의 삭감을 위한 처리를 실시한
다.

정보 전송 여부의 결정 처리를 위한 알고리즘을 설명하기 전에, 그 전제 조건을 설명한다.

(a) 이동국 및 기지국은 거의 한결같이 분포하고 있다고 한다. 즉 이동국 및 기지국끼리의 평균 거리는 거의 일정하게 
하고, 이것을 D로 한다. D의 요구 방법에 대해서는 나중에 진술한다. D는 천천히 변화하는 경우도 있다.

(b) 어느 한 시간 내에 정보를 전송하는 횟수(전송의 비율)는, 어떤 이동국 및 기지국에서도 일정하게 한다. 이것을 N
이라고 한다. N도 천천히 변화하는 경우도 있다.

(c) 2개의 이동국 사이 또는 이동국과 기지국 사이에서의 통신 한계 거리는 일정하게 하고, 이것을 X라고 한다. X는 이
동국 및 기지국에서 전파 수신 강도를 실제로 측정함으로써 구해도 된다. 또한, 이동국 및 기지국의 성능으로서 상수로 
할 수 있다. 또한, 주변의 통신 상황이나 이동 속도 등의 함수로 할 수도 있다.

    
이어서, 평균 거리 D의 구하는 방법을 진술한다(도 7). 우선, 소정 시간 t 동안에 수신 가능한 프레임을 수신한다(단계 
110). t는, N×t1이 되는 충분히 긴 시간으로서, D가 변화하는 시간보다는 충분히 짧은 것으로 한다. 그리고, 각 프레
임 중의 송신원 위치 정보 및 위치 검출기(25)로부터의 위치 정보를 이용하여, 각 프레임을 송신한 이동국 또는 기지국
으로부터의 거리를 계산한다(단계 120). 소정 시간 t가 경과한 후, 충분한 수의 프레임을 수신했는지를 확인한다(단계 
130). 만약 충분한 수의 프레임에 대해 거리를 계산할 수 있었으면, 이들 거리의 평균을 계산하고, 그 값을 D로 한다(
단계 140). 한편, 충분한 수의 프레임을 수신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산한 거리를 평균화하고, 그 결과를 이동 속도, 위
치등 이동국 주변의 상황을 고려하여 보정한다(단계 150). 예를 들면, 자동차로 이동하는 경우에는, 이동 속도에 따른 
차간 거리를 이용하여 보정하는 것도 생각할 수 있다. 너무 수신한 프레임수가 적은 경우에는, 보정하지 않고 주변의 상
황으로부터 도출되는 값을 D로 하는 것도 생각할 수 있다. 또, D는 변화하므로, 본 처리를 주위 상황의 변화에 맞춰 적
절하게 행하고, D를 갱신해 가는 것이 필요하다.
    

    
이상을 전제로, 도 8을 이용하여 통신 콘트롤러(15)가 실행되는, 정보 전송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알고리즘을 설명
한다. 여기서는 최초로, 전송하는지의 여부를 결정해야 할 정보(이하, 전송 정보라고 함.)가 유효 기한되는지의 여부를 
판단한다(단계 210). 만약 유효 기한이 마감되는 경우에는 전송하지 않는다(단계 270). 유효 기한이 마감되었는지의 
여부의 판단은, 전송 정보의 프레임에 임계치로서 시각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상기 시각을 경과하고 있는지의 여부로 행
해지고, 전송 정보의 프레임에 임계치로서 정보원의 송신 시각으로부터의 시간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유효 기한의 시각
을 구하고, 그 시각을 경과했는지의 여부로 행해진다. 현재의 시각은 시간 검출기(27)를 이용한다. 또, 유효 기한 마감
인지의 여부는 통신 콘트롤러(15)의 독자적인 기준으로써 판단하는 것도 가능하다. 예를 들면, 통신 콘트롤러(15)는 
일률 송신원 또는 정보원의 송신 시각으로부터 소정 기간만 전송 정보를 유지하도록 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어서, 정보원으로부터 자신이 소정 거리 떨어졌는지의 여부를 판단한다(단계 220). 이것은, 전송 정보의 프레임에 
임계치로서 받아들인 거리 및 프레임 내의 정보원의 위치로부터, 정보원을 중심으로 하여 임계치로서의 거리를 반경으
로 하는 원에, 위치 검출기(25)로부터 검출된 자신의 위치가 포함되어 있는지의 여부로 판단할 수 있다. 만약 소정 거
리이상 정보원으로부터 떨어진 경우에는 전송하지 않는다(단계 270). 또, 시간에 따른 전송 여부의 판단과 마찬가지로, 
거리에 대해서도 통신 콘트롤러(15)의 독자의 기준으로써 판단하는 것도 가능하다. 예를 들면, 통신 콘트롤러(15)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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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신원 또는 정보원으로부터의 독자의 거리에서 전송 정보를 파기하는지의 여부를 결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또한, 이동국 밀도와 송신원으로부터의 거리가 소정의 조건을 만족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한다(단계 230). 이 단계의 목
적은, 이동국 밀도가 충분히 높고, 또한 송신원으로부터의 거리가 짧은 경우에는 전송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다. 이동
국의 밀도는, 위에서 설명한 평균 거리 D로 대체할 수 있다. 또한, 송신원으로부터의 거리는, 전송 정보의 프레임중의 
송신원 위치 정보와 위치 검출기(25)로부터의 위치 정보로부터 얻을 수 있다. 예를 들면, 송신원과의 거리를 d라고 하
면, d< (1-D/X)X (X는 위에서 설명한 수신 한계 거리)이면, 단계 270으로 이행한다. 이 식은, 밀도 D의 변동이나, 
전파의 수신 한계 거리 X의 오차를 고려하여, 변형할 수가 있다. 예를 들면, D의 원이 되는 샘플·프레임수가 적었던 
경우에는, 0≪ε< 1이 되는 ε를 도입하여 식을 d< (1-D/X-ε)·X와 같이 전송 불가의 조건을 완화할 수가 있
다.
    

또한, 전송원이 정보원인지의 여부를 판단한다(단계 240). 그리고, 정보원과 송신원을 연결하는 직선과 송신원과 자신
을 연결하는 직선이 이루는 각도가 소정의 각도 이내로 되어 있는지를 판단한다(단계 250). 이것은, 전송로가 우회하
거나 중복되지 않도록 정보원으로부터 방사상으로 전파시키기 위한 조건이고, 정보원을 원점으로 하는 송신원의 위치 
벡터를 s, 자신의 위치 벡터를 r로 하면, 이하와 같은 식으로 표시된다.

((r-s)·s)/(｜r-s｜×｜s｜)C0

단, C=cosθ, sinθ= D/X 이다.

    
이 조건을 도면에 나타내면 도 9와 같이 된다. 도 9에서는, 이동국 a는, 정보원과 송신원을 연결하는 직선으로부터 소
정의 각도θ의 범위에 들어가므로(ψ< θ), 전송 정보를 송신할 수 있다(단계 260). 또한, 이 조건은 정보원과 송신
원을 연결하는 직선상에서 송신원으로부터 수신 한계 거리 X 떨어진 점을 중심으로 평균 거리 D를 반경으로 하는 원에 
접하여 송신원을 통하는 2개의 직선 사이에 있는 영역에 들어가 는지의 여부로 표현할 수도 있다. 한편, 이동국 b는 소
정의 각도θ의 범위에 들어가지 않으므로(φθ), 전송 정보를 송신하지 않는다(단계 270). 또한, 추가의 조건으로서, 
도 9의 원내 및 송신원으로부터 먼 원밖의 영역에 들어가는지의 여부, 즉 송신원으로부터의 이동국의 거리가 수신 한계 
거리로부터 평균 거리를 뺀 값보다 크다고 하는 조건을 채용해도 된다.
    

또, 상기된 식은 일례이고, 소정의 각도θ는 D 및 X에 독립하여 정해도 좋다. 또한, 단계210, 단계220, 단계230, 단계
240 및 250 중 하나만으로 전송의 여부를 결정해도, 이들 임의의 조합으로써 결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또한 순서도 임
의로 바꿀 수 있다. 위에서 식으로 표현한 조건은, 실질적으로 동일한 의미라도 2개 이상의 식으로 분리하여 표현하는 
것도 가능하다.

또한, 극단적으로 밀도가 높아지는 장소에서 정보가 발신되는 경우에는, 한번도 정보를 전송시키지 않고 파기시키는 경
우도 생각할 수 있다. 그와 같은 경우에는, 정보원이 임계치에 거리 0을 설정하거나, 송신 시각과 소멸 시각을 동일한 
시간으로 하면 된다.

이상과 같이 통신 콘트롤러(15)가 동작함으로써, 정보마다 전송의 여부를 결정할 수가 있다.

    
이어서, 본 발명의 응용예에 대해 진술해 둔다. 예를 들면, 이동국이 정보 휴대 단말로서, 개인 사용자가 상기 정보 휴대 
단말을 구비한 경우를 생각한다. 예를 들면 정보원은 소매 점포이고, 특매 정보나 판매장 안내를 위치 정보와 함께 송신
하고 있다. 정보 휴대 단말을 유지하고 있는 사용자는, 특매 정보를 보고 특매소에 가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흥미가 없
으면 그 점포를 나간다. 점포 밖에 나와 사용자가 걷고 있으면 , 다른 사용자가 유지하고 있는 정보 휴대 단말과 점포에 
있던 사용자가 유지하고 있는 정보 휴대 단말은 정보를 교환한다. 이것을 반복하는 동안에, 특매 정보에 흥미가 있는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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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에게 도달한다. 이러한 입소문에 유사한 정보 전달을 정보 휴대 단말이 자동적으로 행하고, 정보 수집을 할 수 있다. 
또한, 다수의 점포가 동일한 정보를 송신함으로써, 정보 휴대 단말의 유지자는 특매 정보등의 비교를 할 수 있고, 보다 
염가 쇼핑이 가능해진다. 정보원의 점포도, 한번에 다수의 개인에게 정보를 전달하지 않아도, 소수의 개인에게 송신함
으로써 정보는 자동적으로 퍼져가므로, 염가로 고객을 모을 수 있다.
    

    
또한, 정보원에는 교통 기관을 생각할 수 있다. 예를 들면, 교통 기관은 전차나 버스, 비행기등의 발착 안내 정보를 송신
한다. 본 발명은 교통 기관의 운행(diagram)이 혼란한 경우 등에 효과적이다. 예를 들면, 역 구내에 있는 사람이 갖고 
있는 정보 휴대 단말은, 전차가 지연되고 있다고 하는 정보를 교통 기관으로부터 받고, 역 구내에 있는 사람이 이동함으
로써 역주변으로 퍼진다. 또한, 버스에 설치된 이동국이 전차가 지연되고 있다는 정보를 수신한 경우 또는 전차가 지연
되고 있다는 정보를 수취한 정보 휴대 단말을 유지한 사람이 버스를 탄 경우에는, 버스 노선에 따라 상기 정보는 전달되
어 간다. 역 방향의 버스 정류장에 있는 사람의 정보 휴대 단말이 전차가 지연되고 있는 정보를 수신한 경우에는, 그 사
람은 버스를 타지 않고, 다른 교통 기관을 사용하는 것을 생각할 지도 모른다. 이와 같이 돌발적으로 발생하여, 텔레비
젼이나 라디오 방송으로 다룰 수 없는 국부적이고 또한 실시간 정보의 전달이 가능해진다. 또한, 역 구내에 사람이 넘치
는 것도 피할 수 있는 등의 효과도 있다.
    

    
또 다른 예로는, 이동국이 자동차인 경우를 생각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 휴대 단말을 자동차에 접속하거나, 카네비게
이션·시스템이 상기 이동국의 기능을 구비하고 있다. 정보원으로는, 예를 들면 주유소나 주차장등을 생각할 수 있다. 
그리고, 이들 장소나 값, 주차장의 경우에는 여유 공간 정보등을 송신한다. 정보는 자동차를 전전하여 전파하고, 급유할 
필요가 없는 자동차로부터 급유할 필요가 있는 자동차로, 또한 주차할 예정이 없는 자동차로부터 주차할 예정이 있는 
자동차로 전달된다. 주차장이나 주유소에서는, 다른 자동차로부터, 레스토랑에 관한 정보나 연선의 소매 점포로부터의 
특매 정보, 그 지역의 관광 안내등도 취득할 수가 있다.
    

또한, 종래 기술에서도 개시하고 있는 교통 정보의 전달도 생각할 수 있다. 정체 정보는, 보다 국부적이고 보다 실시간
인 것으로, 자동차간의 교신에 의해 전달 가능해진다. 또, 사용자는 입력 장치를 이용하여 정보원이 될 수 있다. 즉, 자
기의 눈앞의 자동차가 사고를 일으킨 등의 정보를 입력하여 조급히 정보를 다른 자동차로 전달할 수가 있다. 또한, 디지
탈·카메라등의 화상 취득 장치를 구비하고 있으면, 상기 화상을 다른 이동국으로 전파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발명의 효과

본원 발명에 의하면, 정보의 전파를 보다 적절한 형으로 제어하는 방법을 제공할 수 있다.

또한, 정보의 전파를 소정의 범위로 제한할 수 있다.

또한, 전파되는 정보의 폭주를 피할 수 있다.

보다 효율적인 정보의 전파를 가능하게 할 수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이동 무선 송수신기에서, 정보를 송신하는 정보원(information origin)의 위치 정보를 포함한 수신 정보의 전송 여부
를 결정하는 방법에 있어서,

상기 위치 정보를 이용하여, 상기 정보원으로부터의 거리를 계산하는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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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거리를 소정의 임계치와 비교하는 단계, 및

상기 거리가 소정의 임계치보다 긴 경우에는, 상기 수신 정보를 전송 불가로 결정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전송 방법.

청구항 2.

이동 무선 송수신기에서, 수신 정보의 전송 여부를 결정하는 방법에 있어서,

상기 수신 정보의 유효 기한이 만료되었는지를 판단하는 단계, 및

상기 수신 정보의 유효 기한이 만료된 경우에는, 상기 수신 정보를 전송 불가로 결정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전송 방법.

청구항 3.

제2항에 있어서,

상기 수신 정보는 정보를 송신하는 정보원의 송신 시간 정보를 포함하며,

상기 수신 정보의 유효 기한이 만료되었는지를 판단하는 단계는, 상기 송신 시간 정보를 이용하여, 송신 시각보다 소정 
시간 경과하였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전송 방법.

청구항 4.

제2항에 있어서,

상기 수신 정보는 정보를 송신하는 정보원에 의한 유효 기한 시간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며,

상기 수신 정보의 유효 기한이 만료되었는지를 판단하는 단계는, 현재 시각이 상기 유효 기한 시간을 경과하였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전송 방법.

청구항 5.

이동 무선 송수신기에서, 송신원(transmission source)의 위치 정보를 포함한 수신 정보의 전송 여부를 결정하는 방
법에 있어서,

근방에 존재하는 이동 무선 송수신기의 밀도를 검출하는 단계,

상기 송신원의 위치 정보로부터, 송신원으로부터의 거리를 계산하는 단계,

상기 밀도 및 상기 거리가 소정의 조건을 만족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단계, 및

상기 소정의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상기 수신 정보를 전송 불가로 결정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전송 방법.

청구항 6.

 - 10 -



등록특허 10-0309983

 
제5항에 있어서,

상기 밀도 및 상기 거리가 소정의 조건을 만족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단계는, 상기 밀도가 소정치 이상이며, 또한 상
기 거리가 소정치 이하인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전송 방법.

청구항 7.

제5항에 있어서,

상기 밀도 및 상기 거리가 소정의 조건을 만족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단계는, 상기 밀도 및 상기 거리가 소정의 관계
식을 만족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전송 방법.

청구항 8.

이동 무선 송수신기에서, 정보를 최초에 송신하는 정보원의 위치 정보 및 송신원의 위치 정보를 포함한 수신 정보의 전
송 여부를 결정하는 방법에 있어서,

상기 정보원의 위치 정보 및 상기 송신원의 위치 정보로부터, 상기 정보원과 상기 송신원을 연결하는 직선 및 상기 송신
원과 상기 이동 무선 송수신기 자신을 연결하는 직선이 이루는 각도가 소정 각도 이내인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단계, 및

상기 직선들이 이루는 각도가 상기 소정 각도 이내에 들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상기 수신 정보를 전송 불가로 결정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전송 방법.

청구항 9.

제8항에 있어서,

상기 소정 각도가 근방의 이동 무선 송수신기의 밀도에 의해 정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송 방법.

청구항 10.

이동 무선 송수신기에서, 정보를 최초에 송신하는 정보원의 위치 정보 및 송신원의 위치 정보를 포함한 수신 정보의 전
송 여부를 결정하는 방법에 있어서,

다른 이동 무선 송수신기와의 평균 거리를 검출하는 단계,

상기 정보원의 위치 정보 및 상기 송신원의 위치 정보를 이용하여, 상기 정보원과 상기 송신원을 연결하는 직선 상에서 
상기 송신원으로부터 정보의 수신 한계 거리인 위치를 중심으로서 상기 평균 거리를 반경으로 하는 원에 접하여 상기 
송신원을 통하는 2개의 직선에 둘러싸인 영역에 상기 이동 무선 송수신기 자신이 들어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단계, 
및

상기 이동 무선 송수신기 자신이 들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상기 수신 정보를 전송 불가로 결정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전송 방법.

청구항 11.

제9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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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송신원으로부터의 거리가 상기 수신 한계 거리로부터 상기 평균 거리를 산출한 값보다 큰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단
계, 및

상기 거리가 작은 경우에는, 상기 수신 정보를 전송 불가로 결정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전송 방법.

청구항 12.

이동 무선 송수신기에 있어서,

정보를 송신하는 위치 정보를 포함한 전송 정보의 무선 신호를 수신하는 수신기,

무선 신호를 송신하는 송신기,

상기 이동 무선 송수신기 자신의 위치를 검출하는 위치 검출기, 및

상기 위치 정보를 이용하여, 상기 정보원의 위치로부터 이동 무선 송수신기 상기 자신의 위치까지의 거리를 계산하며, 
상기 거리를 소정의 임계치와 비교하여, 상기 거리가 소정의 임계치보다 긴 경우에는, 상기 전송 정보를 상기 송신기에 
의해 송신 불가로 결정하는 콘트롤러

를 포함하는 이동 무선 송수신기.

청구항 13.

이동 무선 송수신기에 있어서,

전송 정보의 무선 신호를 수신하는 수신기,

무선 신호를 송신하는 송신기, 및

상기 전송 정보의 유효 기한이 만료되었는지를 판단하여, 유효 기한이 만료된 경우에는, 상기 전송 정보를 상기 송신기
에 의해 송신 불가로 결정하는 콘트롤러

를 포함하는 이동 무선 송수신기.

청구항 14.

제13항에 있어서,

상기 전송 정보는 정보를 송신하는 정보원의 송신 시간 정보를 포함하며,

상기 콘트롤러는 상기 송신 시간 정보를 이용하여, 송신 시각보다 소정 시간 경과하였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을 특
징으로 하는 이동 무선 송수신기.

청구항 15.

제13항에 있어서,

상기 전송 정보는 정보를 송신하는 정보원에 의한 유효 기한 시간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며,

상기 콘트롤러는 현재 시각이 상기 유효 기한 시간을 경과하였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 무선 
송수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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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6.

이동 무선 송수신기에 있어서,

송신원의 위치 정보를 포함한 전송 정보의 무선 신호를 수신하는 수신기,

무선 신호를 송신하는 송신기,

상기 이동 무선 송수신기 자신의 위치를 검출하는 위치 검출기, 및

상기 송신원의 위치 정보로부터 상기 송신원의 위치로부터 상기 이동 무선 송수신기 자신의 위치까지의 거리를 계산하
며, 상기 수신기가 수신한 복수의 무선 신호의 상기 송신원의 위치 정보로부터 근방에 존재하는 이동 무선 송수신기의 
밀도를 검출하며, 상기 밀도 및 상기 거리가 소정의 조건을 만족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며, 상기 소정의 조건을 만족하
는 경우에는, 상기 전송 정보를 상기 송신기에 의해 송신 불가로 결정하는 콘트롤러

를 포함하는 이동 무선 송수신기.

청구항 17.

제16항에 있어서,

상기 콘트롤러는 상기 밀도가 소정치 이상이며, 또한 상기 거리가 소정치 이하인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 무선 송수신기.

청구항 18.

제16항에 있어서,

상기 콘트롤러는 상기 밀도 및 상기 거리가 소정의 관계식을 만족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 
무선 송수신기.

청구항 19.

이동 무선 송수신기에 있어서,

정보를 최초에 송신하는 정보원의 위치 정보 및 송신원의 위치 정보를 포함한 전송 정보의 무선 신호를 수신하는 수신
기,

자신의 위치를 검출하는 검출기,

무선 신호를 송신하는 송신기, 및

상기 정보원의 위치 정보 및 상기 송신원의 위치 정보로부터, 상기 정보원과 상기 송신원을 연결하는 직선 및 상기 송신
원과 상기 이동 무선 송수신기 자신을 연결하는 직선이 이루는 각도가 소정 각도 이내에 들어 있는지를 판단하며, 상기 
직선들이 이루는 각도가 상기 소정 각도 이내에 경우에는, 상기 전송 정보를 상기 송신기에 의해 송신 불가로 결정하는 
콘트롤러

를 포함하는 이동 무선 송수신기.

청구항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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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항에 있어서,

상기 수신기가 수신한 복수의 무선 신호의 상기 송신원의 위치 정보로부터 구해진 근방의 이동 무선 송수신기의 밀도에 
의해서, 상기 소정 각도가 정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 무선 송수신기.

청구항 21.

이동 무선 송수신기에 있어서,

정보를 최초에 송신하는 정보원의 위치 정보 및 송신원의 위치 정보를 포함한 전송 정보의 무선 신호를 수신하는 수신
기,

무선 신호를 송신하는 송신기, 및

    
상기 수신기에 의해 수신된 복수의 무선 신호의 상기 송신원의 위치 정보로부터 다른 이동 무선 송수신기와의 평균 거
리를 검출하며, 상기 정보원의 위치 및 상기 송신원의 위치 정보를 이용하여, 상기 정보원과 상기 송신원을 연결하는 직
선 상에서 상기 송신원으로부터 정보의 수신 한계 거리인 위치를 중심으로서 상기 평균 거리를 반경으로 하는 원에 접
하여 상기 송신원을 통하는 2개의 직선에 둘러싸인 영역에 상기 이동 무선 송수신기 자신이 들어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
하며, 상기 이동무선 송수신기 자신이 들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상기 전송 정보를 상기 송신기에 의해 송신 불가로 결
정하는 콘트롤러
    

를 포함하는 이동 무선 송수신기.

청구항 22.

제21항에 있어서,

상기 콘트롤러는 상기 송신원으로부터의 거리가 상기 수신 한계 거리로부터 상기 평균 거리를 산출한 값보다 큰지의 여
부를 또한 판단하며, 상기 거리가 작은 경우에는, 상기 전송 정보를 상기 송신기에 의해 송신 불가로 결정하는 것을 특
징으로 하는 이동 무선 송수신기.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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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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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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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3

도면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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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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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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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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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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