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대한민국특허청(KR)

(12) 등록특허공보(B1)

 

(51) 。Int. Cl.

     H04L 12/28 (2006.01)

(45) 공고일자

(11) 등록번호

(24) 등록일자

2007년07월03일

10-0734998

2007년06월27일

(21) 출원번호 10-2005-7000732 (65) 공개번호 10-2005-0032095

(22) 출원일자 2005년01월14일 (43) 공개일자 2005년04월06일

심사청구일자 2005년10월28일

번역문 제출일자 2005년01월14일

(86) 국제출원번호 PCT/IB2003/003703 (87) 국제공개번호 WO 2004/017569

국제출원일자 2003년08월06일 국제공개일자 2004년02월26일

(30) 우선권주장 02018349.7 2002년08월15일 유럽특허청(EPO)(EP)

(73) 특허권자 인터내셔널 비지네스 머신즈 코포레이션

미국 10504 뉴욕주 아몬크 뉴오차드 로드

(72) 발명자 그필러, 프리트즈

스위스 씨에이치-8906 본스테텐 임 랜가처 37

히르트, 왈터

스위스 씨에이치-8907 웨트스윌 힌더웨이드스트라쎄 29

(74) 대리인 장수길

주성민

(56) 선행기술조사문헌

WO1998035524 A2

심사관 : 김병성

전체 청구항 수 : 총 10 항

(54) 무선 네트워크에서 위치 인식을 지원하기 위한 트랜스폰더서브시스템

(57) 요약

본 발명은, IEEE 802.11 또는 하이퍼랜과 같은 무선 근거리 망(WLAN) 인프라스트럭처의 액세스 프로토콜 하에서 참여하

고 있는 통신 장치의 지리적 위치 측정 기능을 제공하기 위해, 무선 네트워크 내의 통신 장치의 위치를 결정하는 장치 및

방법에 관한 것이다. 상기 장치는, 통신 장치가 무선 네트워크의 커버리지 영역 내에 위치하는 경우, 통신 장치와 통신하는

적어도 두 개의 트랜스폰더 유닛들, 및 트랜스폰더 유닛들로부터 수신된 정보에 따라 커버리지 영역 내의 통신 장치의 위

치를 도출하는 처리 유닛을 포함한다.

대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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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

특허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무선 네트워크 내의 통신 장치의 위치를 결정하는 장치에 있어서,

축소 매체 액세스 제어(MAC) 스택 유닛을 구비하며, 상기 통신 장치가 상기 무선 네트워크의 커버리지 영역(coverage

area) 내에 위치하는 경우, 상기 통신 장치와 통신하기 위한 적어도 두 개의 트랜스폰더 유닛들(transponder units); 및

상기 트랜스폰더 유닛들로부터 수신된 정보에 따라 상기 커버리지 영역 내의 상기 통신 장치의 위치를 도출하기 위한 처리

유닛

을 포함하는 장치.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처리 유닛은 상기 통신 장치에 통합된 구성 요소인 장치.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통신 장치는 축소 태그 MAC 스택 유닛을 구비한 태그(tag)인 장치.

청구항 4.

제1항에 있어서,

상기 트랜스폰더 유닛들에 결합된 액세스 포인트 유닛(access point unit)을 더 포함하고,

상기 액세스 포인트 유닛은 상기 트랜스폰더 유닛들로부터 정보를 수신하고 상기 정보를 상기 처리 유닛에 전달하는 장치.

청구항 5.

제4항에 있어서,

상기 액세스 포인트 유닛은 상기 통신 장치를 통하여 상기 트랜스폰더 유닛들에 결합되고, 상기 통신 장치를 통하여 상기

트랜스폰더 유닛들로부터 정보를 수신하는 장치.

청구항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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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항에 있어서,

상기 적어도 두 개의 트랜스폰더 유닛들, 상기 통신 장치 및 상기 액세스 포인트 유닛은 기본 서비스 세트(basic service

set)를 형성하는 장치.

청구항 7.

제1항 내지 제6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커버리지 영역 내에 세 개의 트랜스폰더 유닛들을 포함하는 장치.

청구항 8.

제1항 내지 제6항 중 어느 한 항의 장치를 포함하는 네트워크.

청구항 9.

무선 네트워크 내의 통신 장치의 위치를 결정하는 방법에 있어서,

축소 매체 액세스 제어(MAC) 스택 유닛을 구비하며, 상기 통신 장치가 상기 무선 네트워크의 커버리지 영역 내에 위치하

는 경우, 상기 통신 장치와 통신하기 위한 적어도 두 개의 트랜스폰더 유닛들을 배치하는 단계;

상기 트랜스폰더 유닛들로부터 정보를 수신하는 단계; 및

상기 수신된 정보에 따라 상기 커버리지 영역 내의 상기 통신 장치의 위치를 도출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10.

제9항에 있어서,

상기 통신 장치의 위치를 도출하는 단계는 삼각 측량 방법(triangulation method) 또는 서명 방법(signature method)을

포함하는 방법.

명세서

기술분야

본 발명은 IEEE 802.11 또는 하이퍼랜(Hyperlan)과 같은 무선 근거리 네트워크(wireless local-area network; WLAN)

인프라스트럭처(infrastructure)의 액세스 프로토콜 하에서 참여하고 있는 통신 장치에게 지리적 위치 측정 기능

(geolocation functionality)을 제공하기 위하여 무선 네트워크 내의 통신 장치의 위치를 결정하기 위한 장치 및 방법에 관

한 것이다. 특히, 본 발명은 무선 네트워크의 커버리지 영역 내의 이동 스테이션(mobile station) 및 태깅된 물체(tagged

objects)의 위치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한다.

배경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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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 컴퓨팅 장치 및 무선 근거리 네트워크(WLAN으로도 약기됨)가 확산됨에 따라, 정밀한 위치 인식 시스템 및 서비스에

대한 관심이 증가되어 왔다.

원래 위치 인식 서비스도 가능하게 하는 기능과 함께 무선 데이터 트래픽을 지원하기 위해 설계된 기존의 WLAN 인프라스

트럭처를 업그레이드하는 것이 특히 관심의 대상이 된다. IEEE 802.11 또는 하이퍼랜과 같은 이들 WLAN의 동작(PHY-

계층 및 MAC-계층)은 표준화되어 있으며, 원래 무선 데이터 트래픽을 위해서만 설계되었다. 특히, IEEE 802.11x 표준에

기초한 WLAN이 확산되고 있는데, 부가 가치를 제공하는 특징들을 추가하는 것이 매우 바람직하다. 그러므로, 표준들의

세트와 모순되지 않는 지리적 위치 측정 기능을 제공하는 것이 관심의 대상이 된다.

글로벌 측위 시스템(Global Positioning System; GPS) 및 무선 강화 911(enhanced 911; E-911) 이동 전화 서비스는 위

치 탐지에 관한 문제를 다룬다. 그러나, 이들 기술은 정밀한 실내의 지리적 위치 측정을 제공할 수 없는데, 이러한 실내의

지리적 위치 측정은 고유의 독립적인 시장 및 기술적인 과제들을 갖는다.

이동 스테이션의 위치를 결정하기 위해, 이동 스테이션과 액세스 포인트들(access points) 간의 무선 프레임 교환으로부

터 수신 신호 강도(received signal strength; RSS) 및/또는 시간 지연(TD)과 같은 측정 파라미터들을 획득하는 것이 이

용될 수 있다.

Paramvir Bahl과 Venkata Padmanabhan은 자신의 논문인 "RADAR: An In-Building RF-based User Location and

Tracking System" (IEEE INFOCOM, 이스라엘, 2000년 3월, pp. 775-784)에서, 이동 스테이션에 RSS 파라미터를 제공

하기 위해 원하는 위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위치를 갖는 한 세트의 액세스 포인트(AP)들을 사용하고, 채널 감쇠 모델을

사용하는 삼각 측량 방법(triangulation method)으로 추정 위치를 결정할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종래 기술은 서명 방법(signature method)을 이용하여 처리하기 위한 RSS 데이터를 제공하기 위해, 원하는 위치 범

위 당 적어도 세 개의 AP 세트가 사용되는 순수한 소프트웨어 해법을 제시한다.

이동 스테이션에 거리 추정치를 제공하기 위해 동일한 위치 범위 내의 반응 스테이션들(responding stations)로서 다수의

AP를 사용하는 것이 분명한 선택이 될 수 있더라도, 이는 추가적인 지리적 위치 측정 기능의 적용 가능성 및 비용뿐만 아

니라, WLAN 인프라스트럭처의 설치, 데이터 처리율 성능과 관련된 몇 가지 단점을 갖는다. IEEE 802.11 WLAN 표준에

서 사용되는 용어를 살펴보면, AP는 그 AP와 연관되어 기본 서비스 세트(basic service set; BSS)를 형성하는 스테이션

들로의/스테이션들로부터의 데이터 트래픽을 위한 전용 영역 또는 셀(cell) 내에서의 무선 액세스를 제공한다. AP의 다른

기능은 분배 시스템(distribution system; DS) 내의 데이터의 라우팅을 조정하는 것인데, DS는 상이한 BSS들을 서비스하

는 다른 AP들, 및 종래의 유선 LAN들에 접속하기 위한 포털(portal)에 접속된다. 설치 시에, 빌딩 내에서의 AP들의 물리

적인 배치는 무선 커버리지를 최적화하고, 동일하거나 인접한 채널 상에서 동작하는 AP들 간의 잠재적인 간섭을 최소화하

도록 신중하게 선택되어야 한다. 자신의 커버리지 범위 내의 하나의 BSS를 서비스하는 AP의 물리적 배치와, (종래 기술의

해법에 따라 추가적인 AP들을 사용함으로써) 여러 개의 스테이션들이 동일한 커버리지 범위 내에서 위치 감지에 응답하도

록 하는 요구 사항 간에 충돌이 존재한다. 이 상황은, WLAN이 주어진 사이트 또는 캠퍼스를 커버하기 위해 확장 서비스

세트(extended service set; ESS)를 형성하는 여러 개의 BSS들로 구성되는 경우에 더욱 심각하다. 여기서, ESS를 형성

하는 셀 당 하나의 AP가 존재하는 경우의 셀 플래닝(cell planning)과 주파수 할당은, 앞서 제안된 대로 최선의 위치 감지

결과를 위해 최적화된 위치들에서 적어도 세 개의 AP들을 사용하는 것과 더욱 더 상충한다. 더욱이, 만약 가청 범위 내의

AP들이 동일한 채널 상에서 동작하도록 선택된다면, 심각한 상호 간섭이 발생하여 IEEE 802.11e와 같은 QoS(quality of

service)를 다루는 장래의 프로토콜 확장의 도입을 방해할 수 있다.

AP와 통신하기 전에, 스테이션들이 자신들을 인증하고 연관(associate)/재연관(reassocite)시키도록 요청되는 것은, 스테

이션과 AP 간에 여러 개의 프레임 교환을 필요로 함으로써 실질적인 프로토콜 오버헤드를 야기하므로 단점이 된다. 위치

감지를 보조하기 위해 사용되는 추가적인 AP들에 의해 프로토콜 오버헤드는 더욱 더 커지게 된다. 스테이션들이 AP들의

세트와 통신하기 위해 완전한 프로토콜 스택을 지원하는 것도 종래의 기술의 추가적인 단점이다. 이는 완전한 세트의 하드

웨어 및 소프트웨어(WLAN 어댑터 카드, 호스트 컴퓨터)를 요구하므로, 물체의 위치를 파악하기 위한 무선 태그(wireless

tag)와 같은 매우 저가이면서 전원 절약적인 하드웨어를 요구하는 응용을 배제한다.

상술한 바로부터, 당해 기술 분야에서 무선 네트워크 내의 통신 장치의 향상된 위치 결정에 대한 필요성이 여전히 존재하

게 된다. 더욱이, 비용 효율적인 스테이션 또는 태그와 함께, 수 미터의 정확도로 스테이션 또는 태그의 위치를 결정하는

것이 요청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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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의 상세한 설명

본 발명에 따르면, 무선 네트워크 내의 통신 장치의 위치를 결정하는 장치가 제공된다. 상기 장치는, 통신 장치가 무선 네

트워크의 커버리지 영역 내에 위치하는 경우, 통신 장치와 통신하는 적어도 두 개의 트랜스폰더 유닛들, 및 트랜스폰더 유

닛들로부터 수신된 정보에 따라 커버리지 영역 내의 통신 장치의 위치를 도출하는 처리 유닛을 포함한다.

본 발명의 다른 형태에 따르면, 무선 네트워크 내의 통신 장치의 위치를 결정하는 방법이 제공된다. 상기 방법은, 통신 장

치가 무선 네트워크의 커버리지 영역 내에 위치하는 경우 통신 장치와 통신하는 적어도 두 개의 트랜스폰더 유닛들을 배치

하는 단계, 트랜스폰더 유닛들로부터 정보를 수신하는 단계 및 수신된 정보에 따라 커버리지 영역 내의 통신 장치의 위치

를 도출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일반적으로, 트랜스폰더 유닛들의 자율적이고 분리된 서브시스템이 사용되는데, 이는, 최적화된 원하는 커버리지 영역을

갖는 액세스 포인트의 물리적인 배치와, 최적의 위치 감지 결과를 달성하기 위한 동일한 커버리지 영역 내에서의 위치 측

정 트랜스폰더 유닛들의 배치에 대해 상충하는 요구 사항들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한다. 독립적인 고정 위치 측정 트랜스폰

더 유닛들의 서브시스템으로부터의 수신 신호 세기(RSS) 및/또는 시간 지연(TD) 데이터는, 이동 스테이션 또는 태깅된 물

체(tagged object), 즉 통신 장치의 국부적인 위치를 결정하기 위해 수집되어 처리된다. 다시 말해서, 이동 스테이션 또는

태깅된 물체들의 위치의 결정은, 이동 스테이션이나 태깅된 물체와, 보통 고정되고 공지된 위치를 갖는 세 개의 반응 스테

이션들의 세트 간의 무선 프레임 교환으로부터 RSS 및/또는 TD와 같은 측정 파라미터들을 획득하는 것을 이용할 수 있다.

그 후, 이동 스테이션 또는 태깅된 물체의 위치는 그 정보로부터 추정되거나 도출될 수 있다.

상기 장치 또는 방법은 위치 감지 기능을 위해 액세스 포인트를 사용하는 단점을 제거한다.

처리 유닛은 스테이션이라고도 하는 통신 장치에 필수적인 구성 요소일 수 있는데, 이는 스테이션 자체가 자신의 위치를

결정할 수 있는 장점을 갖는다. 이것은 사용자의 행방을 통신하기 위해 통신 장치로서 이동 컴퓨터를 갖는 사용자에게 유

용할 수 있다.

통신 장치는 물품에 용이하게 부착될 수 있는 태그 또는 무선 태그 장치일 수 있다. 그 후, 물품의 위치는 빌딩이나 지정된

영역 내에서 거의 정확하게 결정될 수 있다.

물체들을 추적하기 위한 저가의 배터리 절약형 애플리케이션을 나타내는 무선 태그뿐만 아니라 위치 측정 트랜스폰더 유

닛이라고도 하는 트랜스폰더 유닛들(transponder units)은, 축소 프로토콜 스택(reduced protocol stack) 상에서 동작할

수 있고 호스트 시스템을 부착하지 않으므로 비용 및 프로토콜 오버헤드를 최소화할 수 있다. 각각의 트랜스폰더 유닛 또

는 무선 태그는, 애플리케이션에 따라 적응될 수 있고 설계될 수 있는 논리적 링크 제어 기관(logical-link-control

facilities), PHY-계층(물리적 계층) 및 MAC-계층(매체 액세스 계층)의 축소된 세트를 포함할 수 있다. 이는 비용 효율적

인 트랜스폰더 유닛들 또는 무선 태그들에 대한 여러 개의 구성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완전한 프로토콜 스택을 지원하는 정규 무선 지역망(WLAN) 스테이션들의 위치를 측정하기 위해, 대폭 축소된 프로토콜

스택 상에서 동작하며 제1 트랜스폰더 유닛 또는 타입이라고도 하는 저가의 제1 타입 트랜스폰더 유닛들의 세트가 적용될

수도 있다. 각각의 제1 트랜스폰더 타입은 감지를 위한 목적으로, 단지 정규 스테이션들에 의해 전송되어 입력되는 유니캐

스트 데이터 프레임들(unicast data frames)의 수신을 확인(acknowledge)하기만 한다. 이는 액세스 포인트와의 어떠한

연관(association)도 필요로 하지 않으므로 프로토콜 오버헤드를 최소화한다.

무선 태그들의 위치를 측정하기 위해, 각각 제2 트랜스폰더 유닛 또는 타입이라고도 하는 제2 트랜스폰더 유닛들의 세트

가 사용될 수 있다. 이러한 제2 트랜스폰더 타입들의 세트는 보다 완전한 프로토콜 스택을 실행할 수 있으며, 가청 범위 내

의 액세스 포인트와 연관된다. 무선 태그들은, 모든 제2 트랜스폰더 타입들에 속하는 그룹 어드레스(group address)로 어

드레싱된 일정 구간에서 멀티캐스트 프레임들(multicast frames)을 전송하기만 하는 송신기 기능으로 구현될 수 있다. 이

를 통해 상당히 저가이며 배터리 절약적인 구현이 가능하게 된다.

정규 WLAN 스테이션들 및 무선 태그들 모두를 지원하기 위한 제1 및 제2 트랜스폰더 타입들의 조합은 결합 애플리케이

션(combined application)이 가능하도록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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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세스 포인트 유닛은 트랜스폰더 유닛들에 결합될 수 있는데, 액세스 포인트 유닛은 트랜스폰더 유닛들로부터 정보를 수

신하고, 그 정보를 처리 유닛으로 전달한다. 이것은, 액세스 포인트 유닛이 또한 트랜스폰더 유닛들의 정보를 통신하기 위

해 사용된다는 점에서 하나의 액세스 포인트 유닛이 통신 장치의 위치 결정을 위해 충분하다는 장점을 나타낸다.

더욱이, 액세스 포인트 유닛은 통신 장치를 통해 트랜스폰더 유닛들에 결합될 수 있고, 통신 장치를 통해 트랜스폰더 유닛

들로부터 정보를 수신한다. 이와 같이, 액세스 포인트 유닛은 오직 통신 장치와만 통신한다.

적어도 두 개의 트랜스폰더 유닛들, 통신 장치 및 액세스 포인트 유닛은 커버리지 영역 내의 통신 장치의 위치를 결정하기

위해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는 기본 서비스 세트를 형성할 수 있다.

커버리지 영역 내에 세 개 이상의 트랜스폰더 유닛들이 존재하는 경우, 위치 결정의 정확도는 증가된다.

통신 장치 위치의 도출은 삼각 측량 방법 또는 서명 방법을 포함할 수 있다. 서명 방법은 수행하기에 보다 용이하기 때문에

더 선호되는 방법이고, 보통 서명 방법은 어떤 식으로든 액세스 포인트 유닛들을 설치하는 때에 사용된다.

위치 인식 애플리케이션들에 대해 참조하자면, 애플리케이션들은, 예컨대 이하의 분야들에서 사용된다.

- 기업(Enterprise)

●사용자 위치에 따라 가용한 데이터 전송율의 지시자(indication)와 같은 위치 인식에 기반한 오퍼링(offering) 서비스 및

자원들

● 무선 랩탑, PDA 및 태깅된 물체들을 추적하기 위한 위치 탐지 툴(location finding tool)

● 액세스를 위한 사용자 존(zone)을 규정함으로써, 액세스 영역의 외부로부터의 무선 해킹(wireless hacking)의 방지를

통한 무선 보안성의 증가

- 소매업(retail)

● 방문객 행동을 추적하기 위한 백화점 및 쇼핑몰 관리

● 방문객 위치에 기초한 직접적인 오퍼(offer) 및 판촉(promotion)

● 고가의 무선 태깅된 물체들의 추적

- 건강 관리(healthcare)

● 비상시를 위한 무선 경보 시스템을 소지하는 환자들의 추적

● PDA를 소지하는 병원 전문가들의 추적

● 휠체어와 같은 이동형 병원 장비의 추적

- 일반 공중(Public)

● 위치 측정 인에이블(enable)된 PDA들을 구비한 진열품들(exhibitions)을 통한 네비게이션

● PDA 상에서 이용 가능한 태깅된 물체들에 관한 정보

실시예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들은, 오직 예로서만 첨부된 개략적인 도면들을 참조하여, 이하에서 보다 상세하게 설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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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된 도면들은 오직 예시적인 목적을 위해서만 제공되며, 본 발명의 실제적인 예들을 반드시 일정한 비율로 나타내는 것

은 아니다.

도 1을 참조하면, WLAN 통신 장치의 위치를 측정하기 위한 위치 측정 트랜스폰더 서브시스템(location transponder

subsystem)이 사용될 수 있는 통신 환경의 일반적인 레이아웃이 도시되어 있다. 도면에서, 동일한 참조 부호는 동일하거

나 유사한 부분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된다. 본 발명의 실시예들을 설명히기 전에, 본 발명에 따른 소정의 기본 원리들을 검

토한다.

통신 장치, 즉 이동 스테이션 또는 태그의 위치는 삼각 측량 방법이나 서명 방법을 사용하여 결정될 수 있다.

삼각 측량 방법은 이동 스테이션과 고정 반응 스테이션들 간의 추정된 직선(line-of-sight) 전파 거리를 고려하여 탐색 위

치의 삼각법 계산에 기초한다. 추정 전파 거리는 직선 전파 시간 측정(TD) 또는 측정된 수신 신호 강도(RSS) 데이터로부

터 전파 거리를 추정하는 무선 채널 감쇠 모델 중 어느 하나로부터 도출될 수 있다.

서명 방법은 각각의 관심 있는 위치에 대해, 각각의 액세스 가능한 반응 스테이션으로부터의 RSS 및/또는 시간 지연(time

delay; TD) 데이터가 자동화 무선 기록 장치에 의해 최초로 수집되는 초기 사이트 조사(site survey)를 이용한다. 측정된

RSS 및/또는 TD 파라미터들의 세트를 제공하는 이동 스테이션의 위치를 추정함에 있어서, 가장 적합한 위치는 사전 기록

된 서명 데이터베이스 내에서 최선의 파라미터 부합을 갖는 위치를 검색함으로써 발견된다.

본 명세서에서, 위치 측정 트랜스폰더 서브시스템의 이하의 실시예들은 IEEE 802.11 매체 액세스(MAC) WLAN 표준과

관련하여 설명된다.

도 1은 본 발명의 제1 실시예에 따른 WLAN 아키텍쳐를 구비한 통신 환경의 개략도를 나타낸다. 도 1은, 제1 기본 서비스

세트(BSS-1)를 형성하며 통신 장치(10)에 접속된 제1 액세스 포인트(AP-1)를 나타내는데, 이하에서 통신 장치(10)는 클

라이언트 스테이션 또는 스테이션(10)이라고도 하며 STA로 라벨링된다. 제1 액세스 포인트(AP-1)는, 제1 액세스 포인트

(AP-1)와 연관된 제1 스테이션(10)으로의/제1 스테이션(10)으로부터의 WLAN 데이터 접속(8)을 통한 데이터 트래픽을

위해, 전용 영역 또는 셀(즉, 커버리지 영역) 내에서의 무선 액세스를 제공한다. 여기서, 스테이션(10)은 세 개의 제1 트랜

스폰더 유닛들(TPa-11, TPa-12 및 TPa-13)에 의해 둘러싸이는데, 제1 트랜스폰더 유닛들(TPa-11, TPa-12 및 TPa-

13)은 제1 기본 서비스 세트(BSS-1)의 커버리지 영역 내에 사전 배치되며 위치 감지 접속(location sensing connection;

6)을 통해 스테이션(10)과 통신하도록 적응된다. 제1 트랜스폰더 유닛들(TPa-11, TPa-12 및 TPa-13)은 양호한 위치 감

지 결과를 제공하기 위해 고정되고 최적화된 위치에 배치된다.

스테이션(10)은 이동 스테이션이기 때문에, 경로(7)를 따라 제2 기본 서비스 세트(BSS-2)의 커버리지 영역으로 이동한

다. 여기에서 제2 기본 서비스 세트(BSS-2)는 제2 액세스 포인트(AP-2)를 포함하고, 또한 제1 트랜스폰더 유닛들(TPa-

21, TPa-22 및 TPa-23)을 포함한다. 더욱이, 도 1은 제3 액세스 포인트(AP-3)를 구비하고, 나아가 제1 트랜스폰더 유닛

들(TPa-31, TPa-32 및 TPa-33)을 구비한 제3 기본 서비스 세트(BSS-3)를 나타내고 있는데, 스테이션(10)은 제2 기본

서비스 세트(BSS-2)로부터 이동할 수 있다.

각각의 액세스 포인트(AP-1, AP-2 및 AP-3)는 분배 시스템(distribution system; 3)에 접속된다. 분배 시스템(3)은, 스

테이션(10)으로의 추가적인 분배를 위해 분배 접속(9)을 통해 정보를 올바른 액세스 포인트(AP-1, AP-2, AP-3)에 전달

하여 확장 기본 서비스 세트(extended basic service set; ESS)를 형성하는 일을 담당한다. 분배 시스템(3)은 또한 포털

(portal; 12)을 통해 종래의 유선 IEEE 802.x LAN(4)에 접속되는데, 이 유선 IEEE 802.x LAN(4)은 커버리지 영역 내의

스테이션(10)의 위치를 도출하는 처리 유닛(14)을 구비한 WLAN 관리자 스테이션 또는 위치 측정 서버를 포함한다. 그러

나, 스테이션(10)의 위치를 결정하는 처리 유닛(14)은 또한 스테이션(10) 자체에 배치되어 자기 주도적 위치 추정(self-

initiated position estimates)이 가능하도록 할 수 있다. 하나의 BSS로부터 다른 BSS로 이동하는 스테이션(10)과 같은 이

동 스테이션은 각각의 액세스 포인트들(AP-1, AP-2 및 AP-3)과 연관 또는 재연관을 설정하는 프레임들을 교환함으로써

핸드오버(hand over)된다.

설명의 단순화를 위해, 이하에서 제1 트랜스폰더 유닛들(TPa-11, TPa-12, TPa-13; TPa-21, TPa-22, TPa-23; TPa-

31, TPa-32, TPa-33)은 제1 트랜스폰더 유닛들(TPa-nm)으로 지시되는데, 여기서 a는 제1 트랜스폰더 타입을 나타내

고, n, m은 액세스 포인트(AP-1, AP-2 및 AP-3)와 트랜스폰더 번호 각각을 식별하는 인덱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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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이션(10)의 위치를 얻는 단계에 있어서, 제1 트랜스폰더 유닛들(TPa-nm)은 위치 감지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특정 제

1 트랜스폰더 유닛(TPa-nm)으로 어드레싱된 유니캐스트 데이터 프레임들에 대해 단순히 확인 응답(acknowledge)할 수

있도록 하는 축소 프로토콜 스택 상에서 동작한다. 위치 감지 정보의 흐름은 도 7과 관련하여 도시되고 설명된 메시지 시

퀀스 차트로 설명된다.

도 2는 도 1에 도시된 통신 환경에서의 한 세트의 제1 트랜스폰더 유닛들(TPa-nm) 내에서 사용될 수 있는 제1 트랜스폰

더 유닛(TPa-nm)의 아키텍쳐의 개략도를 나타낸다. 제1 트랜스폰더 유닛(TPa-nm)은, IEEE 802.11x 표준에 따라 무선

신호를 전송하고 수신하는 RF-송신 유닛(21) 및 RF-수신 유닛(22), 베이스밴드-송신 유닛(23) 및 베이스밴드-수신 유닛

(24)에 의해 물리적 계층(PHY) 기능들을 수행하는 회로 및 제1 트랜스폰더 안테나(20)를 포함한다. 수신 신호 강도(RSS)

의 측정은 PHY-계층에서 수행되고, IEEE 802.11x 표준의 일부가 된다. 또한, 제1 트랜스폰더 유닛(TPa-nm)은 축소 a-

타입 MAC 스택(R-MACa) 유닛(25)을 포함하는데, 이 유닛(25)은 마이크로프로세서나 필드 프로그래머블 게이트 어레이

(field programmable gate array; FPGA)로 구현된다. R-MACa의 기능은 에러 없는 수신 및 올바른 MAC 어드레스를 위

해 수신되는 데이터 프레임들을 필터링하고, 전송을 위해 짧은 프레임 간 공간(short interframe space; SIFS) 뒤에 확인

응답 프레임(ACK)을 PHY-계층에 전달하는 것이다. 또한, 제1 트랜스폰더 유닛(TPa-nm)은 정확히 SIFS 시간 뒤에 ACK

프레임을 전송함으로써 스테이션(10)과 제1 트랜스폰더 유닛(TPa-nm) 간의 전파 시간에 기초하여 거리를 추정할 수 있

도록 하는 추가적인 회로를 구비할 수도 있다. 시간 지연 측정을 수행하는 추가적인 회로는, 2002년 4월 30일에 출원되고

명칭이 "Geolocation Subsystem"이며, 출원의 양도인에게 즉시 양도된 유럽 특허 출원 제02009752.3호에 기술되어 있

으며, 그 내용은 참조로서 본 명세서에 포함된다. 대안적으로, 트랜스폰더 응답을 트리거하는 RTS(Request-to-Send) 및

CTS(Clear-to-Send)와 같은 다른 프레임 타입들이 가능하다.

도 3은 도 1에 도시된 통신 환경에서 사용 가능하며, 위치가 결정될 수 있는 스테이션(10)의 아키텍쳐의 개략도를 나타낸

다. 스테이션(10)은 IEEE 802.11x 표준에 의해 제안된 PHY 및 MAC 계층의 완전한 구현물을 구비한다. 스테이션(10)은

보통 WLAN 어댑터 카드에 포함되는 물리적 계층(PHY) 기능들을 수행하는 회로 및 스테이션 안테나(30)를 포함한다.

PHY 기능은 IEEE 802.11x 표준에 따라 무선 신호를 전송하고 수신하는 RF-송신 유닛(21) 및 RF-수신 유닛(22), 베이스

밴드-송신 유닛(23) 및 베이스밴드-수신 유닛(24)에 의해 수행된다. 또한, 스테이션(10)은 MAC 스택 유닛(35)을 포함하

는데, 이 MAC 스택 유닛(35)은 호스트 마이크로프로세서 시스템과, 스테이션(10)의 호스트 마이크로프로세서 시스템에

서 실행 가능한 지리적 데이터(Geodata) 패킷 핸들러 소프트웨어 모듈(36)로 구현된다. 이 소프트웨어 모듈(36)은, 범위

내에 있을 제1 트랜스폰더 유닛들(TPa-nm)의 MAC 어드레스들의 세트를 포함하는 액세스 포인트들(AP-1, AP-2 및

AP-3)로부터 수신된 데이터 프레임에 내장된 위치 측정 명령(location command)과, 제1 트랜스폰더 유닛들(TPa-nm)이

어느 채널 상에서 동작하는지를 나타내는 정보를 인식할 수 있다. 위치 감지 정보의 흐름은 도 7과 관련하여 도시되고 설

명되는 메시지 시퀀스 차트로 보다 상세하게 설명된다. 일반적으로, 위치 명령을 수신한 경우, 스테이션(10)은 개별적인

제1 트랜스폰더 유닛(TPa-nm)으로 어드레싱된 0-data 프레임들을 전송한다. 제1 트랜스폰더 유닛들(TPa-nm)로부터

수신된 각각의 ACK에 대해, 수신 신호 강도(RSS)가 제1 트랜스폰더 유닛의 MAC 어드레스와 함께 로깅(logging)된다. 만

약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스테이션(10)이 시간 지연을 측정하는 회로도 구비하고 있다면, 시간 지연도 로깅된다. 모든 확

인 응답을 수신하거나 타임아웃이 된 후, 로깅된 데이터는 결합되고 타임스탬프를 제공받아 각각의 액세스 포인트(AP-1,

AP-2 및 AP-3)를 통해 WLAN 관리자의 처리 유닛(14)으로 전송된다. 대안으로, 트랜스폰더 응답을 트리거하는 RTS 및

CTS와 같은 다른 프레임 타입들이 가능하다.

도 4는 태깅된 물체들의 위치를 측정하기 위한 본 발명의 제2 실시예에 따른 IEEE 802.11 아키텍쳐를 구비한 통신 환경의

개략도를 나타낸다. 제2 실시예에 대한 설정은 도 1과 관련하여 도시되고 설명된 제1 실시예와 유사하다. 제2 실시예는,

스테이션(10)이 태깅된 물체를 나타내는 태그(40)로 대체되고 제1 트랜스폰더 유닛들(TPa-nm)이 제2 트랜스폰더 유닛

들(TPb-nm)로 대체된다는 점에서 제1 실시예와 다르다. 제2 트랜스폰더 유닛들은 TPb-nm으로 지시되는데, b는 제2 트

랜스폰더 타입을 나타내고, n, m은 각각 액세스 포인트(AP-1, AP-2, AP-3) 및 트랜스폰더 번호를 식별하는 인덱스이다.

제2 트랜스폰더 유닛들(TPb-nm)은 또한 위치 감지 정보를 중계하는 하나의 액세스 포인트(AP-1, AP-2, AP-3)와의 연

관을 허용하는 축소 프로토콜 스택 상에서 동작한다. 이를 위해, 제2 트랜스폰더 유닛들(TPb-nm)과 각각의 액세스 포인

트들(AP-1, AP-2 및 AP-3) 간의 통신은 WLAN 데이터 접속(8)을 통해 직접 수행되는 반면, 위치 감지 접속(6)은 제2 트

랜스폰더 유닛들(TPb-nm)과 태그(40) 간에 수행된다. 위치 감지 정보의 흐름은 도 8과 관련하여 도시되고 설명되는 메시

지 시퀀스 차트로 보다 상세하게 설명된다.

도 5는 도 4에 도시된 통신 환경에서의 한 세트의 제2 트랜스폰더 유닛들(TPb-nm) 내에서 사용될 수 있는 하나의 제2 트

랜스폰더 유닛(TPb-nm)의 아키텍쳐의 개략도를 나타낸다. 타입 TPb의 제2 트랜스폰더 유닛(TPb-nm)은, IEEE

802.11x 표준에 따라 무선 신호를 전송하고 수신하는 RF-송신 유닛(21) 및 RF-수신 유닛(22), 베이스밴드-송신 유닛

(23) 및 베이스밴드-수신 유닛(24)에 의해 물리적 계층(PHY) 기능들을 수행하는 회로 및 제2 트랜스폰더 안테나(50)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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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한다. 또한, 제2 트랜스폰더 유닛(TPb-nm)은 축소된 b-타입 MAC 스택(R-MACb) 유닛(55)을 포함하는데, 이 유닛

(55)은 마이크로프로세서로 구현된다. R-MACb의 기능은 제2 트랜스폰더 유닛(TPb-nm)과 이와 연관된 액세스 포인트

(AP-1, AP-2 및 AP-3) 간에 IEEE 802.11x에 따른 데이터 트래픽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또한, R-MACb는 태그(40)

로부터 또는 나아가 모든 제2 트랜스폰더 유닛들(TPb-nm)에 대해 유효한 그룹 어드레스를 갖는 무선 태그들로부터 멀티

캐스트 프레임들을 수신할 수 있다. 더욱이, 제2 트랜스폰더 유닛(TPb-nm)은 R-MACb를 작동시키는 일을 담당하는 마

이크로프로세서에서 실행될 수 있는 지리적 데이터(Geodata) 패킷 어셈블러 소프트웨어 모듈(56)을 포함한다. 이 지리적

데이터 패킷 어셈블러 소프트웨어 모듈(56)의 기능은 타이머(도시되지 않음)에 의해 규정된 대기 기간(listening period)

동안, 대응하는 채널 상의 제2 트랜스폰더 유닛들(TPb-nm)로부터 수신된 각각의 멀티캐스트 프레임의 타임스탬프, RSS

및 태그 MAC 어드레스를 기록하는 것이다. 타이머의 만료 후, 상기 기록된 데이터는 결합되고, 대응하는 채널 상의 각각

의 액세스 포인트(AP-1, AP-2 및 AP-3)를 통해 WLAN 관리자 스테이션의 처리 유닛(14)으로 전송된다. 상기 데이터를

액세스 포인트(AP-1, AP-2 및 AP-3)로 전송한 후, 대기 기간은 재개된다. 대기 기간들은 다른 트랜스폰더 유닛들이나

무선 태그들의 기간에 상당하지만 이들과 동기화되는 것은 아니다.

추가적인 실시예에서, 제3 트랜스폰더 유닛들(도시되지 않음)이 적용될 수 있다. 여기서, 제3 트랜스폰더 유닛들은 TPc-

nm로 지시되는데, c는 제3 트랜스폰더 타입을 나타내고 n, m은 각각 액세스 포인트(AP-1, AP-2 및 AP-3) 및 트랜스폰

더 번호를 식별하는 인덱스이다. 제3 트랜스폰더 유닛들(TPc-nm)은 위치 측정 인에이블된 WLAN(location-enabled

WLAN)을 방문하거나 상기 프로토콜을 위반하고, 지리적 데이터 패킷 핸들러 소프트웨어 모듈(36)을 구비하지 않는 외부

스테이션(external station)의 위치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된다. 제3 트랜스폰더 유닛들(TPc-nm)은 IEEE 802.11x 표준

에 따른 정규 데이터 교환 서비스에 관여하기 위해 완전한 WLAN 프로토콜 또는 프로토콜 스택을 지원한다. 제3 트랜스폰

더 유닛들(TPc-nm)과 각각의 액세스 포인트들(AP-1, AP-2 및 AP-3) 간의 통신은 또한 직접 WLAN 데이터 접속(8)을

통해 수행되는 반면, 위치 감지 접속(6)은 제3 트랜스폰더 유닛들(TPc-nm)과 외부 스테이션 간에 수행된다. 제3 트랜스

폰더 유닛들(TPc-nm)은 또한 자신의 MAC 스테이션 어드레스에 의해 식별되는 외부 스테이션의 위치를 측정하기 위해

WLAN 관리자 스테이션의 처리 유닛(14)으로부터의 명령을 수신하고 해석하도록 적응된다. 이를 위해, 각각의 제3 트랜

스폰더 유닛(TPc-nm)은 이 외부 스테이션에 0-데이터 프레임을 전송하고, 그 후 외부 스테이션은 ACK 프레임으로 응답

한다. 외부 스테이션으로부터 수신된 각각의 ACK에 대해, RSS 데이터가 외부 스테이션의 MAC 어드레스와 함께 로깅된

다. 외부 스테이션의 MAC 어드레스, RSS 데이터 및 타임스탬프를 포함하는, 수집되어 결합된 정보는, 외부 스테이션의 위

치 결정을 위해 연관 액세스 포인트(AP-1, AP-2 및 AP-3)를 통해 WLAN 관리자 스테이션의 처리 유닛(14)에 전달된다.

도 6은 위치가 결정될 하나의 태그(40)의 아키텍쳐의 개략도를 나타내는데, 상기 태그(40)는 도 4에 도시된 통신 환경에서

사용될 수 있다. 태그(40)는 오직 PHY 계층의 구현물만을 구비한다. 이는, 태그(40)가 IEEE 802.11x 표준에 따라 무선 신

호를 전송하는 RF-송신 유닛(21) 및 베이스밴드-송신 유닛(23)에 의해 물리적 계층(PHY) 기능들을 수행하는 회로 및 제

2 트랜스폰더 안테나(60)를 포함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태그(40)는 마이크로프로세서나 FPGA로 구현되는 축소된

태그 MAC 스택(R-MACtag) 유닛(65)을 포함한다. R-MACtag의 기능은 모든 제2 트랜스폰더 유닛들(TPb-nm)의 그룹

으로 어드레싱된 멀티캐스트 프레임을 비동기화된 타이머 "TAG"에 의해 제어되는 일정한 간격으로 전송하기 위해 PHY

계층으로 전달하는 것이다. 각각의 멀티캐스트 프레임을 전송한 후, 태그 회로는 배터리 전원을 보전하기 위해 휴면 모드

(sleep mode)로 진입한다. 멀티캐스트 프레임의 몸체(body)는 공백이거나, 배터리의 전원 상태와 같은 추가적인 태그 정

보를 포함할 수 있다. 보다 바람직하게는, 모든 멀티캐스트 프레임은 전체 사이트 설치에 대해 동일한 채널 상에서 전송된

다.

트랜스폰더 타입 TPa를 사용하여, WLAN 스테이션들에 대한 위치 감지

도 7은 제1 트랜스폰더 유닛들(TPa-nm)을 이용함으로써, 스테이션(10)과 같은 일반적인 스테이션들의 위치를 파악하기

위한 메시지 시퀀스 차트 내의 위치 감지 정보의 신호 흐름에 대한 개략도를 나타낸다. 메시지 시퀀스 차트는 수행될 작업

들을 나타내는 수직 막대들을 갖는 통신 개체들의 집합을 최상부에 나타내고 있다. 시간은 막대를 따라 아래 방향으로 증

가한다. 좌측에서부터 우측으로 통신 개체들의 집합은 WLAN 관리자 스테이션의 처리 유닛(14), 액세스 포인트(AP-n),

스테이션(10) 및 세 개의 제1 트랜스폰더 유닛들(TPa-n1, TPa-n2 및 TPa-n3)을 나타낸다. 주어진 스테이션(10)에 대한

위치 측정 프로세스(localization process)의 개시는 상자(71.1)에서 지시된 바와 같이, 처리 유닛(14)의 위치 측정 기능

모듈(location function module)에서 시작된다. 상자(71.2)에서 지시된 바와 같이, 액세스 포인트(AP-n)는 처리 유닛(14)

및 관련 스테이션들과 데이터 트래픽을 통신할 준비가 되어 있다. 상자들(71.3)에서 지시된 바와 같이, 제1 트랜스폰더 유

닛들(TPa-n1, TPa-n2 및 TPa-n3)은 0-데이터 프레임에 대해 ACK-프레임으로 응답할 준비가 되어 있다. 화살표(72)에

의해 지시된 바와 같이, 정보 프레임은 스테이션이 현재 연관되어 있는 각각의 액세스 포인트(AP-n)로 송신된다. 이 정보

프레임은, 대응하는 액세스 포인트(AP-n)의 가능한 범위 내에 있는 모든 제1 트랜스폰더 유닛들(TPa-nm)의 채널 정보

및 MAC 어드레스뿐만 아니라, 위치 측정 명령(localization command)으로서 그 메시지를 식별하기 위한 모든 정보를 보

유한다. 그 후, 화살표(73)에 의해 지시된 바와 같이, 이 정보 프레임은 IEEE 802.11 프로토콜을 이용하여 액세스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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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AP-n)을 통해 대응하는 스테이션(10)으로 라우팅된다. 상자(74)에 의해 지시된 바와 같이, 프레임을 수신한 경우, 스테

이션(10)은 상주하는 지리적 데이터 패킷 핸들러 소프트웨어 모듈(36)을 초기화하고, 화살표(75)에 의해 지시된 바와 같은

확인 응답 ACK 후에, 화살표(76)에 의해 지시된 바와 같이, 대응하는 채널들 상의 대응하는 제1 트랜스폰더 유닛들(TPa-

nx)로 어드레싱되는 유니캐스트 0-데이터 프레임들(unicast 0-data frames)의 시퀀스를 전송한다. 화살표들(77)에 의해

지시된 각각의 ACK-프레임을 수신한 경우, 상자(78)에 의해 지시된 바와 같이, 대응하는 RSS 및/또는 TD 파라미터가 로

깅된다. 지리적 데이터 패킷 핸들러 소프트웨어 모듈(36)은 또한, 각각의 수신된 응답에 대한 타임스탬프, MAC 어드레스,

RSS 및/또는 TD 파라미터를 포함하는 수신된 위치 측정 정보를 포함하는 데이터 프레임의 몸체(body)를 생성한다. 그 후,

화살표들(79)에 의해 지시된 바와 같이, 이 데이터 프레임은 WLAN 관리자 스테이션의 처리 유닛(14) 내의 위치 측정 기

능 모듈로 라우팅된다. 상자(80)에 의해 지시된 바와 같이, 수신된 데이터는 이 곳, 즉 처리 유닛(14)에서 삼각 측량 또는

서명 방법에 기초하여 위치 추정치를 계산하도록 처리된다. 대안으로, WLAN 관리자 스테이션의 처리 유닛(14) 내의 위치

측정 기능 모듈은 스테이션(10) 자체에 존재함으로써 자기 주도적 위치 추정(self-initiated position estimates)이 가능하

도록 할 수 있다.

트랜스폰더 타입 TPb를 사용하여, 무선 태깅된 물체들에 대한 위치 감지

도 8은 제2 트랜스폰더 유닛들(TPb-nm)을 사용함으로써, 태깅된 물체들의 위치를 파악하기 위한 또 하나의 메시지 시퀀

스 차트 내의 위치 감지 정보의 신호 흐름에 대한 개략도를 나타낸다. 바람직하게는, 위치 감지는 태그(40) 등으로 태깅된

물체들의 러닝 업데이트(running updates)를 제공하도록 계속적으로 수행된다. 메시지 시퀀스 차트는 수행될 작업들을 나

타내는 수직 막대들을 갖는 통신 개체들의 집합을 최상부에 나타내고 있다. 시간은 막대를 따라 아래 방향으로 증가한다.

좌측에서부터 우측으로, 통신 개체들의 집합은 처리 유닛(14), 액세스 포인트(AP-n), 두 개의 제2 트랜스폰더 유닛들

(TPb-n1 및 TPb-n2) 및 태그(40)를 나타낸다. 화살표들(81)에 의해 지시된 바와 같이, 타이머 만료 후마다, 예컨대 매 분

마다, 태그(40)는 설치된 모든 제2 트랜스폰더 유닛들(TPb-nm)에 도달하는데 유효한 그룹 어드레스를 갖는 멀티캐스트

프레임을 전송한다. 전송되는 정보는 태그(40)를 식별하는 소스 MAC 어드레스이다. 태그 신원에 관한 추가적인 정보는

멀티캐스트 프레임의 몸체로 구성될 수 있다. 상자들(82)에 의해 지시된 바와 같이, 매 전송 후, 태그 회로는 절전 모드

(power-saving mode)를 재개하고 타이머를 재가동한다.

상자들(83)에 의해 지시된 바와 같이, 제2 트랜스폰더 유닛들(TPb-nm)은 태그(40) 또는 태그들이 전송하고 있는 채널 상

에서 대기 구간(listening interval)에 주기적으로 진입한다. 이는, "TAG"로 라벨링된 태그 타이머(85)와 유사한 타이밍 구

간을 갖는, "TP"로 라벨링된 비동기 트랜스폰더 타이머(84)에 의해 제어된다. 대기 구간 동안, 수신된 멀티캐스트 프레임

들로부터의 RSS 및 소스 어드레스가 로깅된다. 타이머 만료 후, 로깅된 데이터는 개별적으로 수신된 태그-ID, RSS 및 타

임스탬프를 포함하는 전체 태그 정보 몸체로 결합된 후, 화살표(85)에 의해 지시된 바와 같이, 연관 액세스 포인트(AP-n)

로 전달된다. 상자(86)에 의해 지시된 바와 같이, 연관 액세스 포인트(AP-n)는 처리 유닛(14)과 데이터 트래픽을 통신하도

록 준비된다. 그 후, 화살표들(87)에 의해 지시된 바와 같이, 각각의 제2 트랜스폰더 유닛(TPb-nm)으로부터의 전체 태그

정보는 WLAN 관리자 스테이션의 처리 유닛(14)에서 무선 태그 정보를 처리하는 일을 담당하는 위치 측정 기능 모듈로 라

우팅된다. 모든 제2 트랜스폰더 유닛들(TPb-nm)은 서로 동기화되지 않고 독립적으로 동작한다. 상자(89)에 의해 지시된

바와 같이, "위치 업데이트(Location update)"로 라벨링된 위치 업데이트 타이머(88)에 의해 제어되는 주기적인 구간에서,

위치 측정 기능 모듈은 각각의 태그(40)로부터 수신된 데이터에 기초하여 추정 위치의 계산을 수행한다.

세 가지 타입의 트랜스폰더 유닛들(TPa-nm, TPb-nm 및 TPc-nm), 즉 제1 트랜스폰더 유닛들(TPa-nm), 제2 트랜스폰

더 유닛들(TPb-nm) 및 제3 트랜스폰더 유닛들(TPc-nm)의 기능들은 모든 동작 모드들을 허용하도록 결합될 수 있다.

WLAN 위치 측정 기능을 지원하는 위치 측정 기능 모듈은 보다 바람직하게는 WLAN 관리자 스테이션의 처리 유닛(14)에

상주한다. 이것은 위치 시스템을 관리하고, 초기 사이트 조사 동안 사전 기록된 RSS 및/또는 TD 값들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유지하며, 개별적이고 주기적으로 위치 측정 요청을 개시하고 처리하며, 위치 추정치를 계산하고 표시하는 일을

담당한다.

RSS 데이터를 이용하는 위치 측정의 정확도를 평가하기 위한 실험이 IEEE 802.1b WLAN 장치를 사용하여 수행되었다.

액세스 포인트들(AP-n)의 무선 신호들에 의해 커버되는 빌딩의 구역이 사용되었다. 5개의 제1 트랜스폰더 유닛들(TPa-

nm)은 서로 다른 위치에 배치되었다. 측정된 RSS 값들(-dBm 단위)로 표시된 외곽선들이 플로팅되었는데, 상기 선들은

제1 트랜스폰더 유닛들(TPa-nm)에 대해 이용 가능한 RSS를 나타낸다. 2.8m의 간격을 갖는 격자 네트워크(grid

network)는, 5개의 모든 제1 트랜스폰더 유닛들(TPa-nm)로부터의 RSS 값들이 기록되어 후속적인 위치 추정치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제공하는 위치들을 나타내었다(서명 방법). 위치 측정 알고리즘은 사전 기록된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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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위치가 결정될 스테이션에 의해 측정된 5개의 RSS 샘플들을 비교하기 위해 사용되었다. 측정된 RSS 샘플들과의 최적

의 부합을 제공하는 보간 격자점(interpolated grid points)을 찾음으로써, 추정 위치를 얻었다. 대체적인 결과는 0.5m의

위치 측정 정확도를 나타낸다. 평균적으로는, 1m 내지 2m의 위치 측정 정확도를 달성할 수 있다.

임의의 개시된 실시예는 도시되고/도시되거나 기술된 다른 실시예들 중 하나 또는 여러 개의 실시예와 결합될 수도 있다.

이것은 실시예들의 하나 이상의 특징들에 대해서도 가능하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의 제1 실시예에 따른 통신 환경의 개략도.

도 2는 도 1에 도시된 통신 환경에서 사용될 수 있는 제1 트랜스폰더 유닛의 개략도.

도 3은 도 1에 도시된 통신 환경에서 사용될 수 있는 스테이션의 개략도.

도 4는 본 발명의 제2 실시예에 따른 통신 환경의 개략도.

도 5는 도 4에 도시된 통신 환경에서 사용될 수 있는 제2 트랜스폰더 유닛의 개략도.

도 6은 도 4에 도시된 통신 환경에서 사용될 수 있는 태그의 개략도.

도 7은 제1 트랜스폰더 유닛들을 사용함으로써 일반적인 스테이션들의 위치를 파악하기 위한 메시지 시퀀스 차트에서의

신호 흐름의 개략도.

도 8은 제2 트랜스폰더 유닛들을 사용함으로써 태깅된 물체들의 위치를 파악하기 위한 메시지 시퀀스 차트에서의 신호 흐

름의 개략도.

도면

도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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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

도면3

도면4

도면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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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6

도면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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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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