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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은 실내 위치측정시스템(Indoor Global Positioning System, 이하 IGPS)을 이용한 3차원 측정 시스템 및 리스케

일 방법에 관한 것으로, 특히 두 지점 사이의 위치측정시 오차를 없앤 정확한 위치측정값을 구하기 위한 시스템 및 방법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의 IGPS를 이용한 3차원 측정 시스템은 리스케일 바, 선형 엔코더, 광 송신기, 벡터 바 및 수신기를 포함한다. 상기

리스케일 바는 벡터 바가 위치한 일측과 타측의 측정지점에서 좌표가 측정되어 길이가 측정된다. 상기 선형 엔코더는 상기

리스케일 바 상에서 이동하면서 좌표를 측정한다. 상기 벡터 바는 상기 선형 엔코더 상에 일측 끝이 고정된다. 상기 광 송

신기는 전파신호 및 레이저신호를 발신하는데, 적어도 3개이다. 상기 수신기는 상기 벡터 바에 부착되어 상기 광 송신기들

이 발신하는 전파신호 및 레이저신호를 감지하되, 상기 리스케일 바의 실제길이와 측정길이의 비율을 이용하여 상기 벡터

바가 측정하는 두 지점 사이의 정확한 실제거리를 알 수 있게 한다.

대표도

도 3

특허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벡터 바가 위치한 일측과 타측의 측정지점에서 좌표가 측정되어 길이가 측정되는 리스케일 바;

상기 리스케일 바 상에서 이동하면서 좌표를 측정하는 선형 엔코더;

상기 선형 엔코더 상에 일측 끝이 고정된 벡터 바 또는 광 수신기;

전파신호 및 레이저신호를 발신하는 적어도 3개의 광 송신기; 및

상기 벡터 바에 부착되어 상기 광 송신기들이 발신하는 전파신호 및 레이저신호를 감지하되, 상기 리스케일 바를 벡터 바

로 측정한 측정거리와 측정 엔코더로 측정한 거리와의 비율을 이용하여 상기 벡터 바가 측정하는 임의의 두 지점 사이의

정확한 실제거리를 알 수 있게 하는 수신기;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실내 위치측정시스템을 이용한 3차원 측정 시

스템.

청구항 2.

벡터 바로 두 지점의 좌표를 각각 측정하여, 두 지점의 거리를 산출하는 제1단계;

선형 엔코더에 고정된 벡터 바로 리스케일 바의 일측과 타측의 측정지점 좌표를 각각 측정하고, 상기 리스케일 바의 길이

를 산출하고 동시에 엔코더로 상기 두 점간의 거리를 측정하는 제2단계;

상기 벡터 바로 측정된 리스케일 바의 길이와 엔코더로 측정한 리스케일 바의 실제길이의 비율을 구하는 제3단계; 및

상기 비율을 이용하여 상기 두 지점의 측정거리 대비 실제거리를 구하는 제4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실내 위

치측정시스템을 이용한 3차원 측정 시스템의 리스케일 방법.

명세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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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IGPS(Indoor Global Positioning System, 이하 IGPS)를 이용한 3차원 측정 시스템에 관한 것으로, 특히 두 지

점 사이의 위치측정시 오차를 없앤 정확한 위치측정값을 구하기 위한 시스템 및 방법에 관한 것이다.

도 1은 종래의 IGPS를 이용한 3차원 측정 시스템이다. 도 1을 참조하면, IGPS를 이용한 3차원 측정 시스템은 스케일 바

(scale bar, 10), 벡터 바(vector bar, 20), 광 송신기(30a, 30b) 및 수신기(40)를 포함한다.

상기 벡터 바(20)에는 수신기(40)가 부착되어 있고, 그 일측 끝은 뾰족한 모양으로 측정 시 스케일 바(10)에 수직으로 접촉

시킨다. 그리고, 수신기(40)는 적어도 3개의 광 송신기(30a, 30b)로부터 전파신호 및 레이저신호를 수신한다. 이때, 알고

있는 임의의 두 점을 수신기(40)로 이동하여 측정하는데, 3차원 측정 시스템에서 측정되는 값을 알고 있었던 두 점 사이의

거리의 값으로 변환시킨다.

그러나, 상기와 같은 IGPS를 이용한 3차원 측정 시스템은 벡터 바(20)가 스케일 바(10) 상의 임의의 지점을 지시할 때, 작

업자의 손으로 직접 지시함으로써 정확한 위치를 지시하기 어려워 측정 시마다 위치측정값이 다를 수 있다. 그리고, 상기

원인으로 발생한 오차는 임의의 두 점간의 거리 측정 시 실제 거리 보다 큰 거리로 측정 되는 것과 같은 누적 오차가 발생

한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은 상기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써, 두 지점 사이의 위치측정시 오차를 없앤 정확한 위치측정값을

구하기 위한 시스템 및 방법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발명의 구성

본 발명은 벡터 바가 위치한 일측과 타측의 측정지점에서 좌표가 측정되어 길이가 측정되는 리스케일 바; 상기 리스케일

바 상에서 이동하면서 좌표를 측정하는 선형 엔코더; 상기 선형 엔코더 상에 일측 끝이 고정된 벡터 바; 전파신호 및 레이

저신호를 발신하는 적어도 3개의 광 송신기; 및 상기 벡터 바에 부착되어 상기 광 송신기들이 발신하는 전파신호 및 레이

저신호를 감지하되, 상기 리스케일 바의 측정거리와 선형 엔코더로 측정한 리스케일 바의 실제거리의 비율을 이용하여 상

기 벡터 바가 측정하는 임의의 두 지점 사이의 측정거리를 상기 비율로 보정하여 실제거리를 알 수 있게 하는 수신기;를 포

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실내 위치측정시스템을 이용한 3차원 측정 시스템을 제시한다.

또한, 본 발명은 벡터 바로 두 지점의 좌표를 각각 측정하여, 두 지점의 거리를 산출하는 제1단계; 벡터 바로 리스케일 바의

일측과 타측의 측정지점 좌표를 각각 구하고, 동시에 선형 엔코더로 상기 리스케일 바의 길이를 측정하는 제2단계; 상기

벡터 바로 측정된 리스케일 바의 길이와 선형 엔코더로 측정한 리스케일 바의 실제길이의 비율을 구하는 제3단계; 및 상기

리스케일 바의 측정길이와 실제길이의 비율을 이용하여 상기 두 지점의 실제거리를 구하는 제4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

징으로 하는 실내 위치측정시스템을 이용한 3차원 측정 시스템의 리스케일 방법을 제시한다.

이하, 본 발명을 도면을 통하여 상세히 설명하기로 한다.

도 2는 본 발명의 IGPS의 광 송신기 및 수신기의 개념도이다. 도 2를 참조하면, 광 송신기(100)는 2개의 회전하는 팬 빔

(rotating fan beams; 120, 130)을 발산한다. 상기 회전하는 팬 빔(120, 130)은 레이저 팬 핌 또는 다른 광 방출수단일 수

있다. 상기 수신기(110)는 광 송신기(100)에서 발산되는 팬 빔(120, 130)을 수신하여, 여러 광 송신기(100)로부터의 상대

적 위치를 파악할 수 있게 한다. 이때, 팬 빔(120, 130)은 소정의 각도로 어긋나 있기 때문에, 이를 수신하는 수신기(110)

의 고도를 측정할 수 있다.

도 3은 본 발명의 IGPS를 이용한 3차원 측정 시스템이다. 도 3을 참조하면, 본 발명의 IGPS를 이용한 3차원 측정 시스템

은 리스케일 바(rescale bar, 200), 선형 엔코더(linear encoder, 300), 벡터 바(vector bar, 400), 광 송신기(500a, 500b)

및 수신기(600)를 포함한다.

상기 리스케일 바(200)에는 리스케일 바 위의 두 지점 사이의 거리(삭제)를 알 수 있게 하는 선형 스케일이 고정되고, 상기

선형 엔코더(300)는 상기 리스케일 바(200) 상에서 리스케일 바(200)가 뻗어있는 방향으로 이동하되, 우수한 측정 정밀도

로 좌표가 측정되게 한다. 예를 들면, 선형 엔코더(300)의 (삭제) 측정 정밀도는 0.01mm 이내이다. 그리고, 상기 벡터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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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는 상기 선형 엔코더(300) 상에 일측 끝이 고정되어 있고, 상기 광 송신기(500a, 500b)는 적어도 3개로 구성되어 전

파신호 및 레이저신호를 발신한다. 또한, 상기 수신기(600)는 상기 벡터 바(400)에 부착되어 상기 광 송신기들(500a,

500b)이 발신하는 전파신호 및 레이저신호를 감지하되, 상기 리스케일 바(200)의 선형 엔코더에 의한 측정거리와 상기 광

송신기의 발신 신호를 상기 수신기로 신호를 받아 측정한 거리와의 비율을 이용하여 상기 벡터 바(400)가 측정하는 임의

의 두 지점 사이의 정확한 실제거리를 알 수 있게 한다.

도 4는 본 발명의 IGPS를 이용한 3차원 측정 시스템에서의 리스케일 방법을 나타낸 흐름도이다. 도 4를 참조하면, IGPS를

이용한 리스케일 방법은 다음과 같다.

먼저, 벡터 바로 두 지점의 좌표를 각각 측정하여, 두 지점의 거리를 산출한다(S100).

이후, 리스케일 바의 일측과 타측의 측정지점 좌표를 벡터 바로 각각 측정하여, 상기 리스케일 바의 길이를 산출한다

(S200). 이때 동시에 일측과 타측 두점간의 거리를 선형 엔코더로 측정한다.

이후, 상기 벡터 바로 측정한 리스케일 바의 길이와 선형 엔코더로 측정한 리스케일 바의 길이의 비율을 구한다(S300). 여

기서 산출된 비율은 이후, 벡터 바로 측정한 임의의 두 점간의 길이를 정확한 실제길이로 산출한다(S400).

따라서, 여기서 선형 엔코더의 측정 정밀도에 따라 상기 임의의 두 점간의 실제길이 산출 시 발생할 수 있는 오차의 크기가

좌우된다.

상기 IGPS를 이용한 리스케일 방법을 다음과 같은 예를 들어 설명해보자. 측정공간 내의 임의의 두 지점 a와 b 사이의 거

리를 측정할 때, a와 b 사이의 거리가 2200mm로 측정되었다고 가정하자. a와 b 사이의 거리를 측정하기 전에는 리스케일

바를 이용하여 리스케일 과정을 수행하는데, 이는 측정공간 내의 측정눈금을 정확히 맞추어 측정기준을 설정하기 위한 것

이다. 리스케일 바의 실제길이가 1000mm이고, 측정길이가 1100mm이면 100mm의 측정오차가 발생한 것이다. 따라서,

거리측정시 실제길이의 10%가 더 측정된다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a와 b 사이의 측정길이가 2200mm이므로, 실제길

이는 2000mm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IGPS를 이용한 3차원 측정 시스템 및 리스케일 방법에 대한 기술사상을 첨부도면과 함께 서술

하였지만, 이는 본 발명의 가장 양호한 실시예를 예시적으로 설명한 것이지 본 발명을 한정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이 기

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본 발명의 기술사상을 이탈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양한 변형 및 모방이 가능함은

명백한 사실이다.

발명의 효과

본 발명의 IGPS를 이용한 3차원 측정 시스템 및 리스케일 방법은, 벡터 바가 리스케일 바 상의 임의의 지점을 지시할 때 오

차를 없앤 정확한 위치측정값을 얻을 수 있게 한다. 따라서, 반복하여 위치를 측정하더라도 작업자가 직접 위치를 측정하

는 경우보다 정확하기 때문에, 측정한 거리보다 큰 거리의 임의의 지점을 측정하더라도 오차가 누적되지 않는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종래의 IGPS를 이용한 3차원 측정 시스템이다.

도 2는 본 발명의 IGPS의 광 송신기 및 수신기의 개념도이다.

도 3은 본 발명의 IGPS를 이용한 3차원 측정 시스템이다.

도 4는 본 발명의 IGPS를 이용한 3차원 측정 시스템의 위치측정시의 실시예이다.

도면

등록특허 10-07508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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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

도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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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

도면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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