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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무선 통신 시스템 서비스 영역내의 가입자 위치를추정하기 위한 방법 및 시스템

요약

    
무선 통신 시스템 서비스 영역(22)내의 수신기 위치에서, 가입자 신호의 수신 레이를 나타내는 특성 세트가 측정된다
(26). 이 무선 통신 시스템 서비스 영역의 모델에서, 무선 통신 시스템 서비스 영역내의 수신기 위치에 해당하는 무선 
통신 시스템 서비스 영역의 모델의 위치로부터 방사된 모델 레이의 전파 경로가 결정되고(34), 레이는 가입자 신호의 
수신 레이를 나타내는 특성 세트에 기초하여 모델 신호 특성을 갖는다. 그 후, 무선 통신 시스템 서비스 영역의 가입자 
위치가 모델 레이의 전파 경로에 응답하여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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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도

도 1

색인어
무선 통신 시스템, 가입자 위치 추정, 모델 레이, 전파 경로, 레이 추적

명세서

    기술분야

본 발명은 일반적으로 통신 시스템에 관한 것으로, 특히 무선 통신 시스템에서의 가입자의 위치를 추정하는 방법에 관
한 것이다.

    배경기술

무선 통신 시스템에서, 전화를 거는 사용자나 가입자의 위치 지정을 원할 때가 있다. 이러한 위치 추정 기술의 어플리케
이션은 911 응급 서비스를 요청하고 있는 가입자의 위치를 지정하여 경찰, 소방 또는 앰뷸런스 서비스를 사용자에게 효
율적으로 파견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을 포함한다. 위치 추정 기술의 다른 어플리케이션으로는 셀룰러 사기 행위 검출, 
경찰 조사 지원, 위치에 따른 청구, 가입자에게 위치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것 등을 포함한다.

셀룰러 통신 시스템에서 가입자의 위치를 추정하는 공지의 방법으로는 가입자 유닛에서의 글로벌 포지셔닝 시스템(GP
S) 유닛을 이용하는 것, 가입자의 위치를 연산하도록 다수의 기지국에 도착하는 신호의 시차를 이용하는 것, 및 가입자 
서비스 영역 전체에 걸쳐서 복수의 공지 위치로부터 가입자의 무선 주파수 신호를 기록하고 연이어서 인식하는 것을 포
함한다. 이러한 공지된 방법들 각각은 특정의 상황에서 작용할 수 있는 반면, 이 방법들 각각은 단점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가입자 유닛에서 GPS 수신기를 이용하게 되면, 가입자 유닛 크기, 중량 및 배터리 드레인(battery drain)
을 증가시킨다는 단점이 있다. 또한, GPS 유닛은 경쟁적으로 가격이 책정되는 가입자 유닛에 포함되기에는 고가이다.

도착 신호의 시차를 이용할 때의 단점은, 도시나 높은 빌딩이 있는 산업 지역 등의 혼잡한 영역에서는 동작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 혼잡 영역에서는, 신호가 가입자 유닛과 기지국 사이의 전파 경로를 연장시키는 식으로 반사되고 굴
절된다. 전파 경로가 연장되면, 도착 신호의 시간이 기지국에서 가입자까지의 반경 거리를 정확하게 나타내지 못한다. 
따라서, 종래의 기하학 및 위치 알고리즘은 도착 신호의 시간을 잘못 인출하여 실패하게 된다.

미리 기록된 무선 주파수 신호들을 인식하는 시스템에서는, 유용한 해상도로 정확한 데이터베이스를 생성할 정도로 충
분히 측정을 행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과, 수신 셀 사이트 구성에서의 작은 변화나 환경에서의 작은 변화 시스템
이 민감하다는 것과, 데이터베이스에 기록된 공지의 위치를 정확하게 결정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다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무선 통신 시스템 서비스 영역에서 가입자 유닛에 값비싼 소자를 필요로 하지 않으며, 무선 신호를 수동으로 측
정할 필요 없이 혼잡한 환경에서 가입자의 위치를 정확하게 추정할 수 있는 개선된 가입자의 위치 추정 방법과 시스템
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본 발명의 새로운 특성은 첨부된 청구범위에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유용한 바람직한 모드, 다른 목적 및 그 장점뿐만 
아니라, 본 발명 자체는 첨부된 도면과 관련하여 다음의 상세한 실시예의 설명을 참조하여 잘 이해될 것이다.

도 1 및 도 2는 본 발명에 따라 가입자의 위치를 추정하는 방법 및 시스템 동작을 설명하는 하이레벨 로직 순서도이다.

도 3은 무선 통신 시스템 서비스 영역을 나타내는 도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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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4는 도 3의 무선 통신 시스템 서비스 영역의 컴퓨터 모델을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 5는 도 3의 컴퓨터 모델을 더욱 상세하게 나타낸 도면이다.

도 6은 본 발명에 따른 가입자의 위치를 추정하는 시스템의 하이레벨 블럭도이다.

도 7은 본 발명의 방법의 일 실시예를 구현하는 데에 사용될 수 있는 데이터 처리 시스템을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 8은 다중 레이를 갖는 수신 신호의 시간 대 신호 강도를 나타내는 그래프이다.

    실시예

    
도 1 및 도 2에서는 본 발명의 방법 및 시스템 동작을 설명하는 하이레벨 로직 순서도를 도시하고 있다. 도시된 바와 같
이, 묘사된 처리는 블럭(20)에서 시작한 후에 무선 통신 시스템 서비스 영역의 모델이 선택되는 블럭(22)으로 진행한
다.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서, 이러한 모델은 통신 시스템 서비스 영역에서의 가입자 유닛에 의해 전송되는 무선 주파수 
신호를 반사하고 굴절하거나, 또는 다른 방법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빌딩 및 그 외 구조물의 상대적 위치를 나타내는 
컴퓨터 모델로 구현될 수 있다. 이 컴퓨터 모델은 이차원 또는 삼차원의 모델일 수 있다.
    

예를 들어, 도 3은 무선 통신 시스템 서비스 영역(100)의 도면 또는 맵(map)도이다. 도시된 바와 같이, 서비스 영역(
100)은 서로에 대해 상대적으로 위치된 빌딩(102-122)을 포함한다. 이 예에서, 빌딩은 무선 주파수 신호의 전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오직 하나의 구조물이다. 사인(sign) 등의 다른 물체가 서비스 영역에 존재할 수 있다.

서비스 영역(100)은 또한 가입자 유닛(128)과 통신하기 위한 기지국(124 및 126)을 포함한다.

    
가입자 유닛(128)이 신호를 전송함에 따라, 이 신호의 여러 레이(ray)가 가입자 유닛(128)과 기지국(124 및 126) 
사이의 여러 전파 경로를 따라 반사되고 굴절된다. 도 3에 나타낸 예에서, 레이(130-134)는 가입자(128)와 기지국(
124) 사이의 경로이다. 유사하게, 레이(136 및 138)는 가입자 유닛(128)과 기지국(126) 사이의 경로를 나타낸다. 
레이(130-138)는 서비스 영역(100)에 도시된 위치에서 가입자 유닛(128)로부터 기지국(124 및 126)에 도착하는 
가장 강하고 가장 빠른 일부 레이를 나타낸다. 도시하지 않은 다른 레이 또한 가능하며 존재할 가능성이 많다. 이 예를 
간략하게 하기 위해서, 지면 반사 레이 및 빌딩의 지붕 위를 지나는 레이 등의 다른 레이는 이들 레이를 모델링하는 방
법이 있기는 하지만 도시하지 않았다.
    

    
도 4를 참조하면, 컴퓨터 모델(200)은 블럭(22)에서 도 1에서 나타낸 처리에 의해 선택될 수 있는 무선 통신 시스템 
서비스 영역(100) (도 3 참조)의 모델을 나타낸다. 도 4에 나타낸 바와 같이, 빌딩(202-222)은 실제의 서비스 영역
(도 3 참조)에서 빌딩(102-122)의 컴퓨터 데이터 표시를 나타낸다. 이 컴퓨터 모델은 위성 데이터, 대기중 사진, 또
는 그 외 맵 유형의 데이터를 신호 전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벡터 표시 빌딩 및 그 외 물체의 세트로 축소하여 형성될 
수 있다. 미리 설계된 빌딩 데이터베이스를 스폿 데이터 사와 같은 공급자로부터 구입할 수 있다. 이 모델 상세의 해상
도나 양은 사용자에 의해 선택되지만, 일반적으로 연구중인 무선 주파수의 파장의 함수이다.
    

    
무선 통신 서비스 영역의 모델을 선택한 후에, 이 처리는 블럭(24)에서 나타낸 바와 같이, 제1 선택 수신기 위치에서 
가입자 신호의 최상의 레이를 수신한다. 일 실시예에서, 수신기 위치는 도 3의 기지국(124)과 같은 기지국이다. 일 실
시예에서, 최상의 레이라는 것은 가장 짧은 거리 전파하기 때문에 통상 강하고 쉽게 수신되는 레이인 가장 빨리 도착하
는 레이일 수 있다. 최상의 레이를 선택하는 다른 표준을 사용할 수 있다. "최상의 레이"는 가입자의 신호에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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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명하고, 명확하며 통계적으로 신뢰 가능한 정보를 부여하는 레이 및 가입자의 위치를 빠르고 용이하며 정확하게 연산
할 수 있게 하는 레이이어야 한다.
    

다음에, 이 처리는 블럭(26)에서 도시된 바와 같이, 수신된 레이의 신호 특성을 측정한다. 이들 측정된 신호 특성은 도
착 각도, 비행 시간 및 신호 크기를 포함할 수 있다. 모든 이들 측정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수신 레이에 관한 
정보가 더 많으면 가입자의 위치를 추정할 때 더욱 정밀한 연산 및 가정을 가능하게 한다.

측정될 수 있는 수신 레이의 더욱 완전한 신호 특성 리스트는 비행 시간 (TOF), 도착 시차(TDOA), 도착 각도(AOA), 
도착 각도차(AOAD), 수신 신호 강도(RSS) 및 수신 신호 강도차(RSSD), 신호 분극, 및 시간이나 주파수의 신호 소거 
특성을 포함한다. 바람직한 실시예에서, 하나 이상의 안테나 및 안테나 어레이를 이용하여, 기지국에 의해 측정을 행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실시예에서는, 부가적 정보가 가입자 유닛에 의해 수집되거나 측정되어 기지국에 보내질 수 있다. 예를 들
어, 이동 통신용 글로벌 시스템(GSM)에서, 가입자 유닛은 신호 레벨 (RXLEV로 언급되는 파라미터) 및 신호 품질 (R
XQUAL로 언급되는 파라미터)을 측정한다. 유사하게, 코드 분할 다중 접속 셀룰러 통신 (CDMA)용 표준 IS-95에서, 
가입자 유닛은 여러 기지국으로부터의 신호의 상대적 강도를 측정하며 이들 측정치를 파일럿 강도 측정 메시지 (PSM
M)로 기지국에 보고한다. 따라서, 어떤 다중 접속 에어 인터페이스에서는 절대 측정치를 용이하게 성취할 수가 없다. 
이 경우, 가입자 유닛의 위치 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이용 가능한 정보로부터 유도할 수 있다.
    

    
비행 시간에 관련하여, 라운드 트립(round trip) 전파 지연의 측정은 기지국에 의해 행해질 수 있다. 이것은 업링크(u
plink) 신호의 디지털 코드에 동기화되어 성취되는 시간 기준을 비교하고, 업링크 신호와 다운 링크(down link) 신호 
사이의 시간 오프세트를 측정하고, 이 오프세트가 또한 가입자 유닛의 처리 지연을 포함한다고 기억하는 것을 포함한다. 
연산된 시간 지연으로부터 가입자의 처리 지연을 제거함으로써, 나머지 시간은 라운드 트립을 측정하기 때문에 가입자
로부터 기지국으로의 비행 시간의 두배이다. 따라서 라운드 트립 전파 지연 시간의 절반은 비행 시간(TOF)을 나타낸
다. 가입자 유닛의 처리 지연 시간은 가입자 유닛의 유형간의 차이를 보상하도록 미리 측정될 수 있다.
    

    
본 발명은 어떤 에어(air) 인터페이스에서는 비행 시간을 측정하기 용이하기 않기 때문에, 대안적으로 도착 시간차를 
이용할 수 있다. 이들 측정은 둘 이상의 기지국에서 가입자 전송 신호의 도착 사이의 상대적 차를 측정하여 행해질 수 
있다. 또한, 도착 시간차는 동일한 기지국에서 두 개의 레이 사이에서 연산될 수 있으며, 여기에서 각 레이는 가입자로
부터 공통 기지국으로의 개별적인 전파 경로를 갖는다. 도 8은 파워(power) 지연 프로파일(profile)(148)로 언급될 
수 있는 수신 신호 강도의 시간 플롯(plot)을 나타낸다. 이 플롯은 신호의 레이의 도착을 시간 함수로서 나타내며, 각 
레이의 상대적 파워를 나타낸다. 채널의 대역폭은 플롯의 형상에 영향을 주는데, 대역폭이 좁을수록 더욱 평탄해지며 
대역폭이 넓을수록 개별 레이의 해상도가 더 커진다.
    

도시된 바와 같이, 제1 도착 레이(150)는 통상적으로 가장 파워가 강한 레이이지만, 이는 항상 그런 것은 아니다. 두 
개의 부가적인 레이(152 및 154)는 각각 제1 도착 레이에 대해 시간이 지연된다. 도착 레이간의 시간은 측정된 수신 
신호 특성의 측정된 세트에 사용될 수 있으며, 또한 위치 추정의 품질 평가시 사용될 수 있다.

수신 신호 강도 (RSS)는 레이(150, 152, 및 154)의 피크 크기로 나타내며, 파워 지연 프로파일(148)의 전체 파워를 
나타내는 데에 사용될 수 있다. 다른 여러 기지국에 수신된 신호 강도 간의 차는 이용할 수 있는 절대 파워 기준이 없는 
경우에 신호 특성으로서 사용될 수 있다. 부가하여, 공통 기지국에 도착하는 개별 레이의 신호 강도 크기 간의 차는 측
정된 신호의 특성으로 사용되며, 또한 위치 품질 추정의 평가시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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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서는 도착 각도의 측정은 분할된 기지국의 섹터 안테나들(sector antennas) 중 하나 상에서 수
신된다는 사실로 결정될 수 있다. 예를 들어, 6개의 섹터 기지국에서, 도착 각도는 6개의 섹터들 중 어느 것이 신호를 
수신했다는 것을 결정함으로써 60도 내에서 결정될 수 있다. 다른 실시예에서, 안테나 어레이는 레이가 수신된 방향을 
정확하게 분석하는 데에 사용될 수 있다.

    
수신 레이의 신호 특성을 측정한 후에, 이 처리는 블럭(28)에서 설명된 바와 같이, 측정된 도착 각도의 불확실한 각도
를 결정한다. 이 불확실한 각도는 측정된 도착 각도의 정밀도와 관련된다. 이 정밀도는 또한 안테나의 구별 각도로 언급
된다. 예를 들어, 안테나 어레이가 도착 각도를 측정하는 데에 이용되면, 많은 수의 소자를 갖는 안테나 어레이는 더 적
은 수의 소자를 갖는 안테나 어레이보다 더 작은 불확실 각도를 가질 수 있다. 도착 각도를 결정하기 위해 섹터화(sec
torizing)된 안테나를 이용하는 다른 실시예에서는, 불확실 각도가 수신 섹터에 의해 커버되는 각도와 동일할 수 있다.
    

    
이들 측정예를 도 3에서 나타내고, 여기에서 기지국(124)은 6개의 섹터로 분할되며, 섹터(140)는 레이(130-134)를 
수신한다. 섹터(140)는 각도(142) 내에서 기지국(124)에 도착하는 레이를 수신하도록 설계된다. 섹터(140)가 각도
(142)를 커버하는 수신 패턴을 갖는 하나의 안테나에 의해 서비스되면, 기지국(124)에서의 측정된 도착 각도의 불확
실 각도가 각도(142)와 동일하게 설정될 수 있다. 그러나, 섹터(140)가 각도(142)보다 더 큰 해상도로 도착 각도를 
측정할 수 있는 안테나 어레이로 서비스되면, 더 작은 불확실 각도를 결정할 수 있다.
    

다음에, 처리는 블럭(30)에서 나타낸 바와 같이, 불확실 각도 내에 들어가는 N개의 스캔 각도를 결정한다. N은 1보다 
큰 정수이다. 바람직한 실시예에서, 불확실 각도는 불확실 각도를 결정하는 경계 내에 들어가는 N개의 스캔 각도로 동
일하게 분할된다. 기지국(224)로부터 연장되는 짧은 실선은 N 스캔 각도를 나타낸다.

    
N개의 스캔 각도를 결정한 후에, 이 처리는 블럭(32)에서 나타낸 바와 같이, 제1 스캔 각도를 선택한다. 그 후에, 이 
처리는 블럭(34)에서 나타낸 바와 같이 선택된 스캔 각도에서 선택된 수신기 위치로부터 방사된 모델 레이의 전파 경
로를 결정한다. 바람직한 실시예에서, 이 전파 경로는 레이가 빌딩의 벽에 의해 반사되고 빌딩 코너에 의해 굴절되는 레
이 추적(ray tracing) 기술을 이용하여 결정된다. 도 4에서, 모델 레이를 참조 부호 228-248로써 나타낸다. 전파 경
로(228)는 제1 스캔 각도와 관련된 전파 경로를 나타낼 수 있다.
    

방사된 모델 레이의 단말점은 비행 시간이 블럭(26)에서 미리 측정되어 있기 때문에 결정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비행 시간은 유용하긴 하지만, 본 발명의 실시예 중에는 비행 시간 정보를 필요로 하지 않으며, 대신에 컴퓨터 모
델(200)의 여러 모델 레이의 교차점의 분석에 좌우될 수 있다.

굴절된 레이는 굴절 코너로부터 방사됨에 따라 무한 개수의 경로를 가질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따라서, 단일의 
단말점과 신호 경로를 갖는 대신에, 모델 레이는 그 최종 굴절 코너에 이어지는 경로와 지점의 세트를 가질 수 있다. 이
것은 도 5에서 더욱 명료하게 도시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모델 레이(230)는 아크(250)를 형성하는 단말점 세트를 형
성하고 있다. 다른 아크(arc)는 모델 레이(232, 238, 및 240)와 관련되는 실선으로 나타낸다.

전파 경로나 모델 레이의 경로를 결정한 후에, 이 처리는 블럭(36)에서 나타낸 바와 같이 방사된 모델 레이의 단말점에 
기초하여 가입자 위치를 추정한다.

가입자 위치를 추정한 후에, 이 처리는 판정 블럭(38)에서 나타낸 바와 같이 N개의 스캔 각도 각각에서 모델 레이가 
방사되었는지의 여부를 결정한다. 이 처리에서 각 스캔 각도로 모델 레이를 방사하지 않았다면, 이 처리는 블럭(40)에
서 나타낸 바와 같이, 다음 스캔 각도를 선택한다. 그 후, 이 처리는 새로 선택된 스캔 각도에 대해 새로운 전파 경로를 
결정하도록 블럭(34)으로 반복적으로 되돌아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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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럭(38)을 다시 참조하면, 이 처리는 각 스캔 각도에서 모델 레이를 방사하는 경우, 판정블럭(42)에 나타낸 바와 같
이, 제1 선택 수신기 위치에서 수신되는 다음 최상의 레이가 있는지의 여부를 결정한다. 상술된 바와 같이 다음 최상의 
레이가 사용된 적이 없으면, 이 처리는 블럭(44)에서 나타낸 바와 같이, 선택된 수신기 위치에서 가입자 신호의 다음 
최상의 레이를 수신하게 된다. 그 후, 이 처리는 블럭(26)으로 반복하여 되돌아가게 되고, 여기에서 다음 최상의 레이
의 신호 특성이 측정되게 된다.
    

    
다시 판정 블럭(42)를 참조하면, 이 처리는 모든 관련 레이가 상술된 바와 같이 수신되어 있는지 또한 모델화되어 있는
지를 결정하면, 오프 페이지 커넥터(off page connector)(48)를 거쳐 판정 블럭(46)(도 2 참조)에서 처리가 계속된
다. 도 2에서 나타낸 바와 같이 블럭(46)에서, 이 처리는 가입자 신호의 레이가 제2 수신기 위치에서 수신되었는지의 
여부를 결정한다. 가입자 신호의 레이가 제2 수신기 위치에서 수신되게 되면, 블럭(50)에서 나타낸 바와 같이, 제2 수
신기 위치로부터 방사된 모델 레이의 단말점에 기초하여 가입자 위치의 세트를 유사하게 추정하게 된다. 이 단계는 상
기 블럭(24-44)에 관련하여 설명된 것과 유사한 방식으로 구현될 수 있다. 가입자 신호의 레이가 제2 수신기 위치에
서 수신되지 않으면, 블럭(50)에서의 동작을 건너뛰어 블럭(52)으로 진행하게 된다.
    

블럭(52)에서 나타낸 바와 같이, 이 처리는 다음에 추정된 가입자 위치의 클러스터를 위치 결정하고, 여기에서 각 클러
스터(cluster)는 여러 모델 레이에 기초하여 추정된 가입자 위치를 포함한다. 추정된 가입자 위치의 클러스터는 서로 
밀접하게 수집되거나 그룹화된 추정된 위치로서 정의될 수 있다. 목표는 한 다발을 형성하여 서비스 영역의 모델상에서 
랜덤하게 분산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추정 위치를 구하는 것이다.

바람직한 실시예에서, 클러스터는 미리 정해진 반경을 갖는 원의 원주 내에 추정 위치가 들어가는지의 여부를 결정하여 
위치 결정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도 5를 참조하면, 레이(230, 232, 238 및 240)의 일부 가능한 단말점은 참조 부호 
252에서 나타낸 원 내에 들어가므로, 추정된 가입자 위치의 클러스터로 간주될 수 있다. 도 4에서는, 두 개의 클러스터, 
즉 클러스터(252 및 254)가 도시되어 있다.

다음에, 이 처리는 블럭(54)에서 나타낸 바와 같이 각 클러스터의 품질을 평가하고 각 클러스터를 순서 매긴다. 일 실
시예에서, 각 클러스터의 품질은 클러스터 내의 각 추정 위치를 포함하는 원의 최소 반경으로 결정될 수 있다. 이 기술
을 이용하여, 보다 작은 반경을 갖는 원은 더 큰 반경을 갖는 원 보다 더 품질이 좋다.

다른 실시예에서, 클러스터의 품질은 각 추정된 가입자 위치와 모델(200)의 선택된 지점 사이의 거리와 관련될 수 있
다. 예를 들어, 선택 점은 추정된 가입자 위치의 기하학적 중심일 수 있으며, 클러스터 품질은 추정된 가입자 위치로부
터 선택된 지점 까지의 거리의 제곱의 합의 근을 구하여 연산될 수 있다.

클러스터가 품질에 따라서 순서매겨진 후에, 이 처리는 블럭(56)에서 나타낸 바와 같이 서비스 영역(100)에서의 선택
된 수신기 위치에서 실제로 수신되지 않은 더 양호한 특성을 갖는 수신 레이를 생성하게 되는 클러스터와 관련한 위치
를 제거할 수 있다. 이 단계는 기지국 또는 클러스터와 관련된 추정 가입자 위치로부터 방사된 확인 레이의 특성을 모델
화하여 추정하여 실현될 수 있다.

    
확인 레이의 방사후, 이 처리는 무선 통신 시스템의 모델에서의 수신기 위치에서 확인 레이의 특성을 추정하는 레이 추
적 기술을 이용할 수 있다. 다음에 추정된 특성과 측정된 세트의 특성이 비교되고, 이 비교에 기초하여 추정된 가입자 
위치의 품질이 결정된다. 예를 들어, 모델 확인 레이가 클러스터(254)에 의해 나타낸 위치로부터 방사되면, 레이(246 
및 248)가 기지국(224)에 수신된다. 모델 레이(246 및 248)와 같은 레이가 기지국(124)에 수신되지 않으면, 추정된 
변형 레이의 특성과 측정된 특성 세트 간의 비교로 추정되는 레이가 기지국(124)에 수신되지 않았다는 것을 나타내게 
된다. 따라서, 실제의 클러스터(254)가 가입자 유닛의 실재 위치를 나타내는 경우 수신되어야 하는 추정 레이를 수신
하지 않은 것에 응답하여 클러스터(254)의 품질이 저하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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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이 처리는 블럭(58)에서 나타낸 바와 같이, 순위 매겨진 클러스터의 리스트에 기초하여 기대되는 가입자 
위치의 리스트를 출력한다. 바람직한 실시예에서, 추정된 가입자 위치의 각 클러스터는 단일의 추정된 가입자 위치로 
변형될 수 있다. 이것은 추정된 가입자 위치 각각을 포함하는 가장 작은 원의 기하학적 중심을 위치 결정하여 성취될 수 
있다. 신뢰나 신용 계수를 위치 추정과 연산 및 관련시키면 원의 크기를 고려할 수 있다.

    
다른 실시예에서, 클러스터의 모든 추정 가입자 위치의 기하학적 중심은 이들이 모두 동일한 중량을 가지고 있다고 가
정하면 모든 클러스터의 추정 위치의 무게 중심을 나타내는 "밸런싱 지점"을 위치 결정하여 구할 수 있다. 또 다른 실시
예에서, 클러스터의 여러 추정 위치는 모델 레이의 전파 경로의 결정과 관련되는 신뢰나 신용 계수에 따라서 가중될 수 
있다. 예를 들어, 하나의 기지국에서의 측정의 불확실 각도는 다른 기지국에서의 불확실 각도 보다 작을 수 있다. 따라
서, 더 작은 불확실 각도로 기지국에서의 측정에 기초한 추정 위치는 다른 추정 위치 보다 더 가중될 수 있다.
    

가입자 위치를 추정하는 처리는 블럭(60)에서 나타낸 바와 같이, 종료될 수 있다. 물론, 본 발명이 순서 매겨진 추정된 
가입자 위치 리스트를 제공한 후, 사후 처리 동작은 텍스트 또는 그래프 형태의 리스트를 제시할 수 있거나, 그 외 처리
가 미리 정해진 품질이나 인증 계수 미만을 갖는 리스트의 아이템을 제거하도록 행해질 수 있다.

    
이하 도 6을 참조하면, 본 발명에 따른 무선 통신 서비스 영역의 가입자 유닛의 위치를 추정하기 위한 시스템의 고위 블
럭도를 도시하고 있다. 도시된 바와 같이, 위치 시스템(300)은 기지국(302-308)을 포함한다. 각 기지국(302-308)
은 기지국 안테나(310-316)에 각각 결합된다.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서, 안테나(310-316)는 가입자 유닛으
로부터 전송된 무선 주파수 신호의 도착 각도를 결정한다. 이 능력을 갖는 안테나 시스템은 분할된 안테나 및 어레이 안
테나를 포함하며, 이들은 불확실 각도로 정의된 정밀도로 도착 각도를 결정하기 위해 선택된 방향으로 안테나 패턴을 
형성할 수 있다. 여러 유형의 안테나는 상술된 바와 같이, 여러 불확실 각도를 가질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안테나(
310-316)는 통신 시스템 포괄 영역(100) 전체에 걸쳐 균일하게 분산되어 있어 전체 영역에 걸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기지국(302-308)는 기지국(302-308)에 대해 상대적으로 중앙에 위치될 수 있는 기지국 컨트롤러(318)에 결합된
다. 기지국 컨트롤러(318)는 기지국 동작의 제어, 및 기지국 간의 핸드오프 등의 그 외 기능을 행한다.

기지국 컨트롤러(318)의 내부 또는 외부로서, 위치 결정 프로세서(320)가 신호 특성 데이터 및 제어 데이터를 전달하
기 위해 기지국 컨트롤러(318)에 결합되어 있다. 위치 결정 프로세서(320)는 캘리포니아 팔로 알토 소재의 휴렛팩커
드 사에 의해 제조된 HP 9000 시리즈 700 모델 735 워크스테이션 등의 적당히 프로그램된 범용 데이터 처리 시스템
으로 실현될 수 있다.

상술된 바와 같이, 위치 결정 프로세서(320)는 데이터 베이스(322), 무선 통신 시스템 서비스 영역 모델(324), 메모
리(326), 입력 소자(328), 및 출력 소자(330)에 결합되어 있다. 데이터베이스(322)는 기지국 안테나(310-316)와 
관련되는 불확실 각도의 기록, 또는 동작 환경이나 기지국(302-308)의 동작시의 변화에 관한 그 상세를 저장하는 데
에 사용된다.

무선 통신 시스템 서비스 영역 모델(324)은 빌딩의 위치 (및 무선 주파수 전파에 영향을 미치는 물체) 및 기지국 안테
나(310-316)의 위치를 나타내는 데이터를 포함한다. 이 서비스 영역 모델(324)은 모델 레이 전파 경로를 추정하고 
각 기지국 안테나 위치에서 수신될 수 있는, 선택된 추정 가입자 위치로부터 전송되는 확인 레이의 신호 특성을 연산하
는 데에 이용된다.

메모리(326)는 무엇보다도 가중 함수 계수(weighting function coefficient)를 저장하는 데에 이용되며, 이 계수는 
가입자 위치 추정시의 특정 파라미터나 추정치를 조정하는 데에 사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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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소자(328)는 입력 데이터, 명령, 가중 함수 계수, 서비스 영역 모델, 또는 서비스 영역 모델의 변경에 관련한 정보
를 입력하는 데에 사용된다. 입력 소자(328)는 디스크 드라이브 유닛, 키보드, 또는 그 외 입력원을 제공하기 위한 수
단으로 실현될 수 있다.

출력 소자(330)는 위치 추정을 표시하는 데에 사용된다. 출력 소자(330)는 가입자 유닛의 추정 좌표를 표시하고, 또한 
가입자 유닛의 추정 위치 표시로 서비스 영역의 맵을 표시하는, 디스플레이로 실현될 수 있다. 또한 몇 가지의 추정 위
치가 각각의 것과 관련되는 품질이나 신용의 표시와 함께 표시될 수 있다.

    
이하 도 7을 참조하면, 본 발명의 방법과 시스템의 실시예를 구현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는 데이터 처리 시스템(400)
이 도시되어 있다. 데이터 처리 시스템(400)은 프로세서(402), 키보드(404), 디스플레이(406), 및 포인팅 소자(40
8)를 포함할 수 있다. 키보드(404)는 데이터 및 명령을 프로세서(402)에 입력하기 위한 수단을 제공한다. 디스플레이
(406)는 음극선관 (CRT), 액정 디스플레이 (LCD), 일렉트로루미네센스 패널 등과 같이, 텍스트, 그래픽, 또는 비디
오 화상을 표시하기 위한 공지의 수단을 이용하여 실현될 수 있다. 포인팅 소자(408)는 트랙볼, 조이스틱, 터치 감지 
태블릿(touch sensitive tablet) 또는 스크린, 트랙 패드, 또는 도 7에서 나타낸 바와 같이 마우스 등의 공지의 포인팅 
소자를 이용하여 실현될 수 있다. 포인팅 소자(408)는 디스플레이(406) 상에서 포인터나 커서를 이동시키는 데에 이
용될 수 있다.
    

프로세서(402)는 CD-ROM(410)과 같은 하나 이상의 주변 장치에 결합될 수 있다.

데이터 처리 시스템(400)은 저장 장치로부터 데이터를 판독하기 위한 수단을 포함한다. 이런 데이터 판독 수단은 프로
세서(402) 내부나 외부의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도시 생략), 테이프 드라이브(도시 생략), 플로피 디스크(414)를 판
독하고 기록하는 플로피 디스크 드라이브(412), 또는 컴팩트 디스크(416)를 판독 및/또는 기록하는 CD-ROM(410)
을 포함한다.

데이터 처리 시스템(400)은 데이터 처리 시스템 간에서 데이터 및 소프트웨어의 전달을 가능하게 하는 네트워크에 결
합될 수 있다. 이런 네트워크를 이용하게 되면, 프로그램은 데이터 처리 시스템(400)에 로딩될 수 있다.

상술된 데이터 처리 시스템(400)의 소자는 몇개의 공지된 오프-더-쉘프(off-the-shelf) 소자들 중 어느 하나를 이
용하여 각각 실현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데이터 처리 시스템(400)은 범용의 컴퓨터나 소위 캘리포니아 팔로 알토 소재
의 휴렛팩커드 사에 의해 "HP 9000 시리즈 700 모델 735"의 이름으로 판매중인 워크스테이션 등의 워크스테이션을 
이용하여 실현될 수 있다.

    
요약하면, 본 발명의 방법 및 시스템은 무선 통신 시스템 서비스 영역에서 가입자 유닛의 위치를 추정한다. 본 발명은 
많은 고층 빌딩을 포함하는 도시 영역 등의, 밀집한 도시 영역에서의 위치를 평가하는 데에 특히 유용하다. 밀집한 도시
에서의 가입자 위치를 구하는 것은 간접 신호의 세심한 분석을 포함하며, 이런 신호는 반사되거나 굴절되며, 일직선의 
경로로 이동하지 않는다. 이런 간접 신호는 전송 가입자 유닛의 방향으로부터 도착하지 않을 수도 있다. 부가하여, 이런 
간접 신호는 가입자 유닛과 기지국 안테나 사이의 일직선의 거리보다 더 큰 거리 이동한다. 따라서, 도착 각도와 비행 
시간 둘다 가입자 위치를 잘못 표시할 수도 있다.
    

    
레이 추적 방법을 포함하여 신호 전파를 추정하기 위한 여러 방법이 있다. 정정 계수의 이용으로 추정 모델을 적용, 스
케일 또는 변형하는 것은 모든 전파 추정 방법에서 공통이다. 이들 계수는 전파 추정의 연산에 또는 추정이 평가될 때 
그 추정 후에 적용될 수 있다. 계수는 평균치를 시프팅하거나 스케일링하고, 그 결과를 (각도의 함수일 수 있는)반사나 
굴절과 관련되는 손실을 조정하는 거리의 함수로서 조정하는 것을 포함할 수 있다. 특정 빌딩의 특성, 또는 빌딩이나 지
면의 크기, 형상 및 물리적 특성의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다. 또한, 추정 에러가 원하는 것보다 더 큰 특정 위치에 기초
하여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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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은 이차원 서비스 영역 모델과 이차원 레이 추적 기술을 이용하는 실시예로 기술 및 설명되었지만, 삼차원 서비
스 영역 모델이 삼차원에서의 가입자 위치를 결정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다. 삼차원 모델을 이용하여, 위치 추정 시스템
이 메인가 및 일번가에서의 빌딩 중 예를 들면 5층에서 가입자를 위치 결정할 수 있다.

삼차원 위치 추정 시스템은 수신 신호의 수직 각도를 측정하는 데에 적합한안테나를 갖는 기지국을 이용하여 실현될 수 
있다. 또 다른 방법으로, 거리 높이 이상의 여러 높이에 위치된 기지국 안테나가 도착 각도와 시간 측정이 특성상 삼차
원이도록 샘플화될 수 있다.

    
본 발명의 상술한 바람직한 실시예의 설명은 설명 및 개시를 위한 목적으로 제시된 것이다. 본 발명을 개시된 유형으로 
제한해서는 않된다. 상기한 개시에 비추어서 여러 변형이 가능하다. 본 실시예는 본 발명의 원리 및 그 실질적인 어플리
케이션을 가장 잘 설명하며, 당업자가 여러 실시예로 본 발명을 실시할 수 있도록 선택되어 설명된 것이다. 이런 모든 
변형은 이들이 합법적으로 정당하고 균등하게 권리를 부여받은 범위에 따라서 해석될 때 첨부된 청구범위에 의해 결정
된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무선 통신 시스템 서비스 영역내의 가입자 유닛의 가입자 위치를 추정하기 위한 방법에 있어서,

상기 무선 통신 시스템 서비스 영역내의 수신기 위치에서, 가입자 신호의 수신 레이(ray)를 나타내는 특성 세트를 측정
하는 단계와,

상기 무선 통신 시스템 서비스 영역의 모델에서, 상기 무선 통신 시스템 서비스 영역내의 상기 수신기 위치에 해당하는 
상기 무선 통신 시스템 서비스 영역에서의 모델의 위치로부터 방사된 모델 레이의 전파 경로를 판정하는 단계 - 상기 
레이는 상기 가입자 신호의 상기 수신 레이를 나타내는 상기 특성 세트에 기초된 모델 신호 특성을 가짐 - 와,

상기 모델 레이의 상기 전파 경로에 응답하여 상기 무선 통신 시스템 서비스 영역내의 가입자 위치를 추정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가입자 위치를 추정하기 위한 방법.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가입자 신호의 상기 수신 레이를 나타내는 상기 특성 세트는 비행 시간, 도착 각도, 및 신호 크기
를 포함하는 가입자 위치를 추정하기 위한 방법.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모델 레이의 전파 경로를 판정하는 단계는 레이 추적 기술을 이용하여 모델 레이의 전파 경로를 
판정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가입자 위치를 추정하기 위한 방법.

청구항 4.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모델 레이의 상기 전파 경로는 단말점(terminal point)을 가지며, 상기 가입자 위치를 추정하는 
단계는 상기 가입자 위치가 상기 모델 레이의 상기 전파 경로의 상기 단말점인 것으로 추정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가
입자 위치를 추정하기 위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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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5.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추정된 가입자 위치를 확인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고, 상기 확인 단계는

상기 모델에서 상기 추정된 가입자 위치로부터 확인 레이를 방사하는 단계와,

상기 무선 통신 시스템 서비스 영역내의 상기 수신기 위치에 해당하는 상기 무선 통신 시스템 서비스 영역에서의 상기 
모델의 위치에서 상기 확인 레이의 특성을 추정하는 단계와,

상기 확인 레이의 상기 추정된 특성을 상기 가입자 신호의 상기 수신 레이를 나타내는 상기 측정된 특성 세트와 비교하
는 단계와,

상기 확인 레이의 상기 추정된 특성과 상기 가입자 신호의 상기 수신 레이를 나타내는 상기 측정된 특성 세트와의 비교
에 기초하여, 상기 추정된 가입자 위치의 품질을 판정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가입자 위치를 추정하기 위한 방법.

청구항 6.

제5항에 있어서, 상기 추정된 가입자 위치의 품질을 판정하는 단계는 상기 확인 레이의 상기 추정된 특성과 미리 정해
진 임계치만큼 상이한, 상기 가입자 신호의 상기 수신 레이를 나타내는 상기 측정된 특성의 세트에 응답하여, 상기 추정
된 가입자 위치의 품질을 감소시키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가입자 위치를 추정하기 위한 방법.

청구항 7.

제2항에 있어서, 도착 각도 측정치는 불확실 각도를 포함하고, 상기 방법은

상기 무선 통신 시스템 서비스 영역의 모델에서, 상기 수신기 위치에 해당하는 상기 무선 통신 시스템 서비스 영역의 모
델에서의 상기 위치로부터 방사된 M개의 모델 레이들의 M개의 전파 경로를 판정하는 단계 - 상기 M은 1 보다 큰 정
수이고, M개의 모델 레이 각각은 상기 도착 각도 측정치의 불확실 각도내의 각도로 방사됨 - 와,

상기 M개의 모델 레이의 상기 M개의 전파 경로에 응답하여 상기 무선 통신 시스템 서비스 영역내의 제1 세트의 M개의 
추정 가입자 위치를 추정하는 단계와,

상기 제1 세트의 M개의 추정 가입자 위치에 응답하여 상기 무선 통신 시스템 서비스 영역에서의 가입자 위치를 추정하
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가입자 위치를 추정하기 위한 방법.

청구항 8.

제7항에 있어서, 상기 무선 통신 시스템 서비스 영역내의 제2 수신기 위치에서, 상기 가입자 신호의 제2 수신 레이를 
나타내는 제2 세트의 특성을 측정하는 단계와,

상기 무선 통신 시스템 서비스 영역의 상기 모델에서, 상기 무선 통신 시스템 서비스 영역내의 상기 제2 수신기 위치에 
대응하는 상기 무선 통신 시스템 서비스 영역의 모델내의 상기 제2 위치로부터 방사된 N개의 모델 레이의 N개의 전파 
경로를 결정하는 단계 - 상기 N은 1 보다 큰 정수이고, 상기 N개의 모델 레이 각각은 제2 도착 각도 측정치의 제2 불
확실 각도 내의 각도로 방사됨 - 와,

상기 N 모델 레이의 상기 N 전파 경로에 응답하여 상기 무선 통신 시스템 서비스 영역에서의 제2 세트의 N개의 추정된 
가입자 위치를 추정하는 단계와,

상기 제1 세트의 M개의 추정된 가입자 위치와 상기 제2 세트의 N개의 추정된 가입자 위치에 기초하여 최종 추정된 가
입자 위치를 선택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가입자 위치를 추정하기 위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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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9.

제8항에 있어서, 상기 제2 수신기 위치는 상기 수신기 위치와 동일한 가입자 위치를 추정하기 위한 방법.

청구항 10.

제8항에 있어서, 상기 추정된 가입자 위치에 기초하여 최종적으로 추정된 가입자 위치를 선택하는 단계는

상기 추정된 가입자 위치의 클러스터(cluster)의 클러스터링 정도를 결정하는 단계 - 클러스터 각각은 상기 제1 및 제
2 세트 둘 다의 추정된 가입자 위치들에서 추정된 가입자 위치를 포함함 - 와,

상기 추정된 가입자 위치의 상기 클러스터의 상기 클러스터링 정도에 기초하여 최종적으로 추정된 가입자 위치를 선택
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가입자 위치를 추정하기 위한 방법.

청구항 11.

제10항에 있어서, 상기 클러스터링 정도를 결정하는 단계는 상기 추정된 가입자 위치의 상기 클러스터내의 선택된 지점
과 선택된 추정 가입자 위치 사이의 거리에 기초하여 상기 클러스터링 정도를 결정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가입자 위
치를 추정하기 위한 방법.

청구항 1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무선 통신 시스템 서비스 영역내의 공지된 위치로부터 전송된 상기 가입자 신호의 상기 수신 레
이를 나타내는 신호 특성 세트를 측정하는 단계와,

상기 추정된 가입자 위치와 상기 공지된 위치 사이의 상관 관계(correlation)의 비교에 응답하여 상기 추정된 가입자 
위치를 결정하는 데에 사용되는 계수를 조정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가입자 위치를 추정하기 위한 방법.

청구항 13.

무선 통신 시스템 서비스 영역내의 가입자 유닛의 가입자 위치를 추정하기 위한 시스템에 있어서,

상기 무선 통신 시스템 서비스 영역내의 수신기 위치에서 가입자 신호의 수신 레이를 나타내는 특성 세트를 측정하기 
위한 수단과,

상기 무선 통신 시스템 서비스 영역의 모델에서, 상기 무선 통신 시스템 서비스 영역내의 상기 수신기 위치에 대응하는 
상기 무선 통신 시스템 서비스 영역의 모델에서의 한 위치로부터 방사된 모델 레이의 전파 경로를 결정하기 위한 수단 
- 상기 레이는 상기 가입자 신호의 상기 수신 레이를 나타내는 상기 특성 세트에 기초하여 모델 신호 특성을 가짐 - 
과,

상기 모델 레이의 상기 전파 경로에 응답하여 상기 무선 통신 시스템 서비스 영역내의 가입자 위치를 추정하기 위한 수
단을 포함하는 가입자 위치를 추정하기 위한 시스템.

청구항 14.

제13항에 있어서, 상기 가입자 신호의 상기 수신 레이를 나타내는 상기 특성 세트는 비행 시간, 도착 각도 및 신호 측정
치를 포함하는 가입자 위치를 추정하기 위한 시스템.

청구항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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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항에 있어서, 상기 모델 레이의 상기 전파 경로를 결정하기 위한 수단은 레이 추적 기술을 이용하여 상기 모델 레
이의 상기 전파 경로를 결정하기 위한 수단을 더 포함하는 가입자 위치를 추정하기 위한 시스템.

청구항 16.

제13항에 있어서, 상기 모델 레이의 상기 전파 경로는 단말점을 가지고, 상기 가입자 위치를 추정하기 위한 수단은 상
기 가입자 위치가 상기 모델 레이의 상기 전파 경로의 상기 단말점인 것으로 추정하는 수단을 더 포함하는 가입자 위치
를 추정하기 위한 시스템.

청구항 17.

제13항에 있어서, 상기 추정된 가입자 위치를 확인하기 위한 수단을 더 포함하고, 상기 확인 수단은

상기 모델에서 상기 추정된 가입자 위치로부터 확인 레이를 방사하기 위한 수단과,

상기 무선 통신 시스템 서비스 영역내의 상기 수신기 위치에 대응하는 상기 무선 통신 시스템 서비스 영역의 상기 모델
의 상기 위치에서 상기 확인 레이의 특성을 추정하기 위한 수단과,

상기 확인 레이의 상기 추정된 특성을 상기 가입자 신호의 상기 수신 레이를 나타내는 상기 측정된 특성 세트와 비교하
기 위한 수단과,

상기 확인 레이의 상기 추정된 특성과 상기 가입자 신호의 상기 수신 레이를 나타내는 상기 측정된 특성 세트와의 비교
에 기초하여, 상기 추정된 가입자 위치의 품질을 판정하기 위한 수단을 포함하는 가입자 위치를 추정하기 위한 시스템.

청구항 18.

제17항에 있어서, 상기 추정된 가입자 위치의 품질을 판정하기 위한 수단은 상기 확인 레이의 상기 추정된 특성과 미리 
정해진 임계치만큼 상이한, 상기 가입자 신호의 상기 수신 레이를 나타내는 상기 측정된 특성 세트에 응답하여, 상기 추
정된 가입자 위치의 품질을 감소시키기 위한 수단을 더 포함하는 가입자 위치를 추정하기 위한 시스템.

청구항 19.

제14항에 있어서, 도착 각도 측정치는 불확실 각도를 포함하고, 상기 시스템은

상기 무선 통신 시스템 서비스 영역의 모델에서, 상기 수신기 위치에 해당하는 상기 무선 통신 시스템 서비스 영역의 모
델에서의 상기 위치로부터 방사된 M개의 모델 레이의 M개의 전파 경로를 결정하기 위한 수단 - 상기 M은 1 보다 큰 
정수이고, 상기 M개의 모델 레이 각각은 상기 도착 각도 측정치의 불확실 각도 내의 각도로 방사됨 - 과,

상기 M개의 모델 레이의 상기 M개의 전파 경로에 응답하여 상기 무선 통신 시스템 서비스 영역내의 제1 세트의 M개의 
추정 가입자 위치를 추정하기 위한 수단과,

상기 제1 세트의 M개의 추정 가입자 위치에 응답하여 상기 무선 통신 시스템 서비스 영역내의 가입자 위치를 추정하기 
위한 수단을 더 포함하는 가입자 위치를 추정하기 위한 시스템.

청구항 20.

제19항에 있어서, 상기 무선 통신 시스템 서비스 영역내의 제2 수신기 위치에서, 상기 가입자 신호의 제2 수신 레이를 
나타내는 제2 세트의 특성을 측정하기 위한 수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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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무선 통신 시스템 서비스 영역의 모델에서, 상기 무선 통신 시스템 서비스 영역내의 제2 수신기 위치에 해당하는 
상기 무선 통신 시스템 서비스 영역의 상기 모델의 상기 제2 위치로부터 방사된 N개의 모델 레이의 N개의 전파 경로를 
결정하기 위한 수단 - 상기 N은 1 보다 큰 정수이고, 상기 N개의 모델 레이 각각은 상기 제2 도착 각도 측정치의 제2 
불확실 각도 내의 각도로 방사됨 - 과,

상기 N개의 모델 레이의 상기 N개의 전파 경로에 응답하여 상기 무선 통신 시스템 서비스 영역내의 제2 세트의 N개의 
추정된 가입자 위치를 추정하기 위한 수단과,

상기 제1 세트의 M개의 추정된 가입자 위치와 상기 제2 세트의 N개의 추정된 가입자 위치에 기초하여 최종적으로 추
정된 가입자 위치를 선택하기 위한 수단을 더 포함하는 가입자 위치를 추정하기 위한 시스템.

청구항 21.

제20항에 있어서, 상기 제2 수신기 위치는 상기 수신기 위치와 동일한 가입자 위치를 추정하기 위한 시스템.

청구항 22.

제20항에 있어서, 상기 추정된 가입자 위치에 기초하여 최종적으로 추정된 가입자 위치를 선택하기 위한 수단은

추정된 가입자 위치의 클러스터의 클러스터링 정도를 결정하기 위한 수단 - 클러스터 각각은 상기 제1 및 제2 세트 둘 
다의 추정 가입자 위치들에서 추정된 가입자 위치를 포함함 - 과,

상기 추정된 가입자 위치의 상기 클러스터의 상기 클러스터링 정도에 기초하여 최종적으로 추정된 가입자 위치를 선택
하기 위한 수단을 더 포함하는 가입자 위치를 추정하기 위한 시스템.

청구항 23.

제22항에 있어서, 상기 클러스터링 정도를 결정하는 단계는 상기 추정된 가입자 위치의 상기 클러스터에서 선택된 지점
과 선택된 상기 추정 가입자 위치 사이의 거리에 기초하여 상기 클러스터링 정도를 결정하기 위한 수단을 더 포함하는 
가입자 위치를 추정하기 위한 시스템.

청구항 24.

제13항에 있어서, 상기 무선 통신 시스템 서비스 영역내의 공지된 위치로부터 전송된 상기 가입자 신호의 상기 수신 레
이를 나타내는 신호 특성 세트를 측정하기 위한 수단과,

상기 추정된 가입자 위치와 상기 공지된 위치 사이의 상관 관계의 비교에 응답하여, 상기 추정된 가입자 위치를 결정하
는 데에 사용되는 계수를 조정하기 위한 수단을 더 포함하는 가입자 위치를 추정하기 위한 시스템.

청구항 25.

컴퓨터 프로그램 제품에 있어서,

무선 통신 시스템 서비스 영역내의 가입자 유닛의 위치를 추정하기 위해 내부에 컴퓨터 판독 가능한 프로그램 코드 수
단이 내장되어 있는 컴퓨터 이용 가능 매체와,

상기 무선 통신 시스템 서비스 영역내의 수신기 위치에서 가입자 신호의 수신 레이를 나타내는 특성 세트를 측정하기 
위한 컴퓨터 판독 가능한 프로그램 코드 수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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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무선 통신 시스템 서비스 영역의 모델에서, 상기 무선 통신 시스템 서비스 영역내의 상기 수신기 위치에 해당하는 
상기 무선 통신 시스템 서비스 영역의 모델에서의 위치로부터 방사된 모델 레이의 전파 경로를 결정하기 위한 컴퓨터 
판독 가능한 프로그램 코드 수단 -상기 레이는 상기 가입자 신호의 상기 수신된 레이를 나타내는 특성 세트에 기초한 
모델 신호 특성을 가짐- 과,

상기 모델 레이의 상기 전파 경로에 응답하여 상기 무선 통신 시스템 서비스 영역에서의 가입자 위치를 추정하기 위한 
컴퓨터 판독 가능한 프로그램 코드 수단을 포함하는 컴퓨터 프로그램 제품.

청구항 26.

제25항에 있어서, 상기 가입자 신호의 상기 수신 레이를 나타내는 상기 특성 세트는 비행 시간, 도착 각도 및 신호 측정
치를 포함하는 컴퓨터 프로그램 제품.

청구항 27.

제25항에 있어서, 상기 모델 레이의 상기 전파 경로를 판정하기 위한 컴퓨터 판독 가능한 프로그램 코드 수단은 레이 
추적 기술을 이용하여 상기 모델 레이의 상기 전파 경로를 판정하기 위한 컴퓨터 판독 가능한 프로그램 코드 수단을 더 
포함하는 컴퓨터 프로그램 제품.

청구항 28.

제25항에 있어서, 상기 모델 레이의 상기 전파 경로는 단말점을 가지고, 상기 가입자 위치를 추정하기 위한 상기 컴퓨
터 판독 가능 프로그램 코드 수단은 상기 가입자 위치가 상기 모델 레이의 상기 전파 경로의 상기 단말점인 것으로 추정
하는 컴퓨터 판독 가능한 프로그램 코드 수단을 더 포함하는 컴퓨터 프로그램 제품.

청구항 29.

제25항에 있어서, 상기 추정 가입자 위치를 확인하기 위한 컴퓨터 판독 가능 프로그램 코드 수단을 더 포함하고, 상기 
컴퓨터 판독 가능한 프로그램 코드 수단은

상기 모델에서 상기 추정된 가입자 위치로부터 확인 레이를 방사하기 위한 컴퓨터 판독 가능 프로그램 코드 수단과,

상기 무선 통신 시스템 서비스 영역내의 상기 수신기 위치에 해당하는 상기 무선 통신 시스템 서비스 영역의 모델의 상
기 위치에서 상기 확인 레이의 특성을 추정하기 위한 컴퓨터 판독 가능 프로그램 코드 수단과,

상기 가입자 신호의 상기 수신 레이를 나타내는 상기 측정된 특성 세트와 상기 확인 레이의 상기 추정된 특성을 비교하
기 위한 컴퓨터 판독 가능 프로그램 코드 수단과,

상기 확인 레이의 상기 추정된 특성과 상기 가입자 신호의 상기 수신 레이를 나타내는 상기 측정된 특성 세트와의 비교
에 기초하여, 상기 추정된 가입자 위치의 품질을 판정하기 위한 컴퓨터 판독 가능 프로그램 코드 수단을 포함하는 컴퓨
터 프로그램 제품.

청구항 30.

제29항에 있어서, 상기 추정된 가입자 위치의 품질을 판정하기 위한 상기 컴퓨터 판독 가능 프로그램 코드 수단은 상기 
확인 레이의 상기 추정된 특성과 미리 정해진 임계치만큼 상이한, 상기 가입자 신호의 상기 수신 레이를 나타내는 상기 
측정된 특성 세트에 응답하여, 상기 추정된 가입자 위치의 품질을 감소시키기 위한 컴퓨터 판독 가능 프로그램 코드 수
단을 더 포함하는 컴퓨터 프로그램 제품.

청구항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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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항에 있어서, 도착 각도의 측정치는 불확실 각도를 포함하고, 상기 제품은

상기 무선 통신 시스템 서비스 영역의 모델에서, 상기 수신기 위치에 해당하는 상기 무선 통신 시스템 서비스 영역의 모
델에서의 상기 위치로부터 방사된 M개의 모델 레이의 M개의 전파 경로를 결정하기 위한 컴퓨터 판독 가능 프로그램 코
드 수단 - 상기 M은 1 보다 큰 정수이고, 상기 M개의 모델 레이 각각은 상기 도착 각도 측정치의 불확실 각도 내의 각
도로 방사됨 - 과,

상기 M개의 모델 레이의 상기 M개의 전파 경로에 응답하여 상기 무선 통신 시스템 서비스 영역에서의 제1 세트의 M개
의 추정된 가입자 위치를 추정하기 위한 컴퓨터 판독 가능 프로그램 코드 수단과,

상기 제1 세트의 M개의 추정된 가입자 위치에 응답하여 상기 무선 통신 시스템 서비스 영역내의 가입자 위치를 추정하
기 위한 컴퓨터 판독 가능 프로그램 코드 수단을 더 포함하는 컴퓨터 프로그램 제품.

청구항 32.

제31항에 있어서, 상기 무선 통신 시스템 서비스 영역에서의 제2 수신기 위치에서, 상기 가입자 신호의 제2 수신 레이
를 나타내는 제2 특성 세트를 측정하기 위한 컴퓨터 판독 가능 프로그램 코드 수단과,

상기 무선 통신 시스템 서비스 영역의 모델에서, 상기 무선 통신 시스템 서비스 영역의 제2 수신기 위치에 해당하는 상
기 무선 통신 시스템 서비스 영역의 모델의 제2 위치로부터 방사된 N개의 모델 레이의 N개의 전파 경로를 결정하기 위
한 컴퓨터 판독 가능 프로그램 코드 수단 - N은 1 보다 큰 정수이고, 상기 N개의 모델 레이 각각은 제2 도착 각도 측
정치의 제2 불확실 각도 이내의 각도로 방사됨 - 과,

상기 N개의 모델 레이의 상기 N개의 전파 경로에 응답하여 상기 무선 통신 시스템 서비스 영역내의 제2 세트의 N개의 
추정된 가입자 위치를 추정하기 위한 컴퓨터 판독 가능 프로그램 코드 수단과,

상기 제1 세트의 M개의 추정된 가입자 위치와 상기 제2 세트의 N개의 추정된 가입자 위치에 기초하여 최종적으로 추
정된 가입자 위치를 선택하기 위한 컴퓨터 판독 가능 프로그램 코드 수단을 더 포함하는 컴퓨터 프로그램 제품.

청구항 33.

제32항에 있어서, 상기 제2 수신기 위치는 상기 수신기 위치와 동일한 컴퓨터 프로그램 제품.

청구항 34.

제32항에 있어서, 상기 추정된 가입자 위치에 기초하여 최종적으로 추정된 가입자 위치를 선택하기 위한 컴퓨터 판독 
가능 프로그램 코드 수단은

상기 추정된 가입자 위치의 클러스터의 클러스터링 정도를 결정하기 위한 컴퓨터 판독 가능 프로그램 코드 수단 - 상
기 클러스터 각각은 상기 제1 및 제2 세트둘 다의 추정된 가입자 위치들에서 추정된 가입자 위치를 포함함 - 과,

상기 추정된 가입자 위치의 상기 클러스터의 상기 클러스터링 정도에 기초하여 최종적으로 추정된 가입자 위치를 선택
하기 위한 컴퓨터 판독 가능 프로그램 코드 수단을 더 포함하는 컴퓨터 프로그램 제품.

청구항 35.

제34항에 있어서, 상기 클러스터링 정도를 결정하기 위한 컴퓨터 판독 가능 프로그램 코드 수단은 상기 추정된 가입자 
위치의 상기 클러스터에서 선택된 지점과 선택된 상기 추정된 가입자 위치 사이의 거리에 기초하여 상기 클러스터링 정
도를 결정하기 위한 컴퓨터 판독 가능 프로그램 코드 수단을 더 포함하는 컴퓨터 프로그램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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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36.

제25항에 있어서, 상기 무선 통신 시스템 서비스 영역에서 공지된 위치로부터 전송된 상기 가입자 신호의 상기 수신 레
이를 나타내는 신호 특성 세트를 측정하기 위한 컴퓨터 판독 가능 프로그램 코드 수단과,

상기 추정된 가입자 위치와 상기 공지된 위치 사이의 상관 관계의 비교에 응답하여 상기 추정된 가입자 위치를 결정하
는 데에 사용되는 계수를 조정하기 위한 컴퓨터 판독 가능 프로그램 코드 수단을 더 포함하는 컴퓨터 프로그램 제품.

도면
도면 1

 - 16 -



등록특허 10-0372497

 
도면 2

 - 17 -



등록특허 10-0372497

 
도면 3

 - 18 -



등록특허 10-0372497

 
도면 4

 - 19 -



등록특허 10-0372497

 
도면 5

 - 20 -



등록특허 10-0372497

 
도면 6

도면 7

 - 21 -



등록특허 10-0372497

 
도면 8

 - 22 -


	문서
	서지사항
	요약
	대표도
	명세서
	기술분야
	배경기술
	도면의간단한설명
	실시예

	청구의범위
	도면
	도면1
	도면2
	도면3
	도면4
	도면5
	도면6
	도면7
	도면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