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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위치 결정 시스템에서 무선 장치에 타이밍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 및 방법이 개시되어 있다. 무선 장치는 기준 신호 

수신기, 신호 프로세서, 무선 통신 트랜스시버 및 GPS 수신기를 구비한다. 무선 장치는 기준 신호를 수신하고, 수신된

기준 신호의 스니피티를 추출하고, 스니피티에 대한 수신 시간을 결정하고 스니피티 및 수신 시간을 GPS 보조 정보

에 대한 요구의 일부분으로서 위치 결정 엔티티에 송신한다. 위치 결정 엔티티는 타이밍 소스, GPS 위성 정보를 저장

하는 GPS 메모리, 기준 신호 메모리, 통신 인터페이스, 신호 프로세서 및 제어 프로세서를 구비한다. 위치 결정 엔티

티는 관련 수신 시간에 따라서 기준 신호를 지속적으로 수신 및 저장하고, 무선 장치로부터 송신된 스니피티 및 타임

스탬프를 수신한다. 위치 결정 엔티티는 신호 스니피티를 저장된 기준 신호의 일부분에 매칭하고, 저장된 기준 신호의

매칭된 일부분의 수신 시간과 타임스탬프 사이의 타임 오프셋을 결정하고, 무선 장치에 대한 보조 정보를 준비하고, 

타임 오프셋을 사용하여 무선 장치에 보조 정보를 동기시키고, 동기된 보조 정보를 무선 장치로 송신한다. 또한, 무선 

장치는 GPS 신호를 획득하는데 있어 무선 장치를 보조하기 위한 타이밍 정보를 포함하는 보조 정보를 수신한다.

대표도

도 1

색인어

무선 장치, 기준 신호 수신기, 신호 프로세서, 무선 통신 트랜스시버, GPS 수신기, 타임 오프셋, 보조 정보.

명세서

발명의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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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발명의 분야

본 발명은 일반적으로 위치 결정 시스템에 관한 것으로, 보다 구체적으로는, 위치 결정 시스템의 무선 장치에 타이밍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관한 것이다.

2.  관련 기술의 설명

무선 장치의 지리적 위치를 결정하는 시스템이 업계에 공지되어 있다. 널리 사용되는 위치 결정 시스템은 USDD (Uni

ted States Department of Defense) 에 의해 작동되는 GPS (Global Positioning System) 이다. GPS 는, 지구 주위

를 6 개의 원형 평면으로 궤도 운행하는 24 개 위성의 네트워크를 포함한다. GPS 위성들은, 언제 어디서든, 5 개 이

상의 위성이 수평선상에 존재하도록 간격이 유지된다. 각각의 GPS 위성은, 지구의 GPS 수신기에 의해 수신될 현재의

시간과 현재의 위치를 송신한다. GPS 수신기는, 시야에 보이는 (in view) 4 개의 GPS 위성으로부터 송신된 신호의 

위치를 정하는 것에 의해, 그것의 지리적 위치를 결정할 수 있다. 각 신호의 송신 시간과 수신 시간 차이는 4 개의 GP

S 위성 각각과 GPS 수신기 사이의 거리 (즉, 의사 범위 ; pseudorange) 를 계산하는데 사용된다. 이들 거리 측정치는

, GPS 신호를 통해 수신된 위성 위치 및 시간 정보와 함께, GPS 수신기에 의해, 그 내부 클록을 GPS 클록과 동기하고

그 경도, 위도 및 고도를 100 m 미만의 정확도로 계산하는데 사용된다.

GPS 위성들은 직접 확산 스펙트럼 변조를 사용하는 1575.42 MHz 반송파 주파수를 통해 GPS 신호를 송신한다. 각

각의 GPS 신호는, 송신하는 GPS 위성을 고유하게 식별하는 PN (pseudorandom noise) 코드로 변조된다. 각각의 P

N 코드는 1023 칩/ms 의 속도로 송신되는 1023 개 칩의 반복되는 시퀀스이다. 특정한 GPS 신호의 위치를 정하기 

위해, GPS 수신기는 관련되는 1023 개 칩 PN 코드 시퀀스의 복사본을 생성하고 수신 신호에서 매칭되는 1023 개 칩

시퀀스를 검색한다. GPS 수신기가 수신 신호의 1023 개 칩 시퀀스와 복사본을 칩-대-칩으로 정렬할 수 있으면, GPS

신호가 확인되는 것이다. 많은 GPS 수신기는, 인접한 칩 위치의 범위 (예를 들어, 32 개 칩) 를 병렬로 검색할 수 있는

상관기 하드웨어를 구비함으로써, 1023 개 칩 위치 각각을 검색하는데 필요한 시간을 감소시킨다. 또한, 도플러 시프

트 (Doppler shift) 로 인해, 수신된 GPS 신호 각각에 대해 확인된 반송파 주파수는, GPS 수신기와 송신하는 GPS 위

성의 상대적인 위치에 따라, 달라진다. 통상적으로 GPS 위성과 GPS 수신기의 상대적인 위치는 알 수 없기 때문에, G

PS 신호의 검색은 추가적으로 잠재적인 반송파 주파수 범위에 대한 검색을 필요로 할 수 있다.

24 개 PN 코드 각각의 잠재적인 반송파 주파수 전체 범위에 대한 소모적인 검색은 바람직하지 않게도, 대개의 경우 

수 분이 걸리는, 시간 소모적인 일일 수 있다. 검색 시간을 감소시키기 위해, 대개의 경우, GPS 수신기에는 시야에 보 

이는 GPS 위성과 검색을 시작하기 전에 관련된 GPS 신호 각각의 관련된 도플러 주파수를 식별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보조 정보 (aiding information) 가 제공된다. 일 태양으로서, GPS 수신기는, GPS 위성들의 대략적인 궤도를 설

명하는 연감 데이터 (almanac data) 를 저장한다. 연감 데이터, 그 내부 클록 및 현재 위치에 대한 추정치를 사용하여,

GPS 수신기는 GPS 위성들의 대략적인 위치를 계산하며 24 개 위성들 중 시야에 있을 것 같은 위성을 식별한다. 다음

으로, GPS 수신기는 식별된 GPS 위성으로부터 송신된 각각의 GPS 신호에 대한 도플러 시프트를 추정한다. 그 다음,

식별된 GPS 위성에 대한 PN 코드에 촛점을 맞춰 예상되는 도플러 주파수를 중심으로 GPS 신호에 대한 검색이 수행

된다. 연감 데이터의 사용으로 검색 시간을 감소시킬 수 있긴 하지만, 연감 데이터의 사용으로는 다른 공지된 접근에 

대한 정확성과 효율성이 부족하다.

공지된 일 접근으로서, PDE (position determination entity) 를 사용하여 GPS 신호 획득 시간을 감소시킨다. 통상적

으로 PDE 는, 복수개 기지국과 하나 이상의 이동 장치를 구비하는 무선 통신 네트워크의 일부이다. PDE 는, 무선 통

신 네트워크의 통신가능영역 전체에 흩어져 있는 정지 GPS 수신기의 네트워크를 통해 계속적으로 GPS 위성의 위치

를 추적한다. GPS 신호를 검색하기 전에, 이동 장치는 로컬 기지국을 통해 PDE 로 GPS 보조 정보에 대한 요구를 송

신한다. 로컬 기지국의 식별을 사용하여, PDE 는 이동 장치의 대략적인 위치를 결정하고 시야에 있을 것 같은 GPS 

위성에 대한 식별과 위치, 및 식별된 GPS 신호 각각의 예상되는 도플러 시프트를 이동 장치에 제공한다. PDE 에 의

해 컴파일된 실시간 정 보는 통상적으로 표준 연감 데이터보다 정확하며 대개의 경우 보다 짧은 GPS 신호 획득 시간

을 초래한다.

GPS 신호 획득 시간은 CDMA (code division multiple access) 네트워크에서 더 감소된다. CDMA 네트워크에서, 각

각의 기지국은 GPS 시간과 동기된 클록을 보유하며 그 통신가능 영역의 이동 장치로 타이밍 비콘 (timing beacon) 

을 송신한다. 이동 장치들은 타이밍 비콘을 사용하여, 대개의 경우 4 ms 미만의 정확도로, 그들의 내부 클록을 기지국

의 클록과 동기한다. 또한, PDE 와 정지 GPS 수신기는 GPS 시간과 동기된 클록을 보유한다. 동작시에, 정지 GPS 수

신기는, PN 프레임 각각 (즉, 1023 개 칩 PN 코드 시퀀스) 의 시작이 정지 GPS 수신기에 의해 수신되는 시간을 추적

한다. PDE 는 시야에 있는 GPS 위성의 식별치를, 관련된 도플러 시프트 및 각각의 GPS 신호에 대한 관련된 PN 프레

임 수신 시간과 함께, 이동 장치로 송신한다. 이동 장치는 이 정보를 사용하여 시야에 있는 GPS 위성, 관련된 GPS 신

호의 예상되는 수신 주파수, 및 관련된 PN 프레임이 정지 GPS 수신기에서 수신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간을 식별할 수

있다. 수신된 GPS 타이밍 정보를 사용하여, 이동 장치는 생성된 1023 개 칩 PN 코드 시퀀스를 수신된 GPS 신호로부

터의 매칭되는 1023 개 칩 시퀀스로 재빨리 배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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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WCDMA (wideband code division multiple access) 네트워크 및 GSM (Global System for Mobile Comm

unications) 네트워크와 같은 많은 무선 통신 네트워크에서, 이동 장치의 내부 클록이 반드시 이동국, PDE 및 정지 G

PS 수신기와 동기도리 필요는 없다. 따라서, 이동 장치는, 정지 GPS 수신기가 PN 프레임 각각 의 시작을 수신할 것

으로 예상되는 시간을 설명하는 정보에 의존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러한 GPS 타이밍 정보를 이동 장치로 송신하는 것

은 GPS 신호 획득 시간을 감소시킨다는 관점에서 별다른 이점을 제공하지 않는다.

상술한 관점에서, 무선 장치가 GPS 신호를 획득하는 것을 보조하기 위해, 위치 결정 시스템의 무선 장치로 타이밍 정

보를 제공하는 향상된 시스템 및 방법이 필요하다.

발명의 요약

본 발명은 위치 결정 시스템의 무선 장치로 타이밍 정보를 제공하는 향상된 시스템 및 방법이다. 바람직한 실시형태

에서, 비동기 WCDMA 네트워크와 같은 무선 통신 네트워크는 기지국, 이동 장치 및 PDE (position determination e

ntity) 를 구비한다. PDE 는 기지국을 통해 무선 장치와 통신하며 무선 장치가 시야에 있는 SPS (satellite positionin

g system) 위성의 위치를 정하는 것을 보조한다. PDE 와 무선 장치 각각은 기준 신호를 수신하는 하나 이상의 기준 

신호 수신기를 구비한다. 기준 신호는, PDE 와 무선 장치 양자에 의해 수신될 수 있는 임의의 신호를 포함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기준 신호는 FM 무선 방송 신호, AM 무선 방송 신호, TV 방송 신호 또는 다른 무선 주파수 신호일 수 있

다. 기준 신호는, 무선 통신 시스템 전체에 걸쳐 실제 편재하는 통신가능 영역 (ubiquitous coverage) 을 총체적으로 

제공하는 하나 이상의 신호를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동작시에, PDE 는 계속적으로 기준 신호를 수신하며 수신된 기준 신호의 샘플을 신호 버퍼에 저장한다. 또한, 하나 

이상의 정지 SPS 수신기는 계속적으 로, SPS 위성으로부터 송신된 SPS 신호를 수신하고 시야에 있는 SPS 위성에 대

한 식별치와 위치를 추적한다. 정지 SPS 수신기는 SPS 신호로부터 현재의 도플러 시프트 정보를 유도하며 각각의 P

N 프레임이 수신될 것으로 예상되는 주기적 시간을 추적한다. SPS 수신기에 의해 수집된 정보는 PDE 로 송신되어 S

PS 메모리에 저장된다.

무선 장치의 지리적 위치를 결정하기 위해, 무선 장치는 기준 신호를 수신하고 수신 신호의 스니피트 (snippet) 를 샘

플링한다. 무선 장치의 로컬 클록 (W_CLOCK) 을 사용하여, 무선 장치에 의해 스니피트가 수신된 시간이 결정된다. 

무선 장치는 SPS 보조 정보에 대한 요구의 일부로서 스니피트와 타임스탬프 (timestamp) 를 PDE 로 송신한다. 그에 

대한 응답으로, 무선 장치는 요구된 SPS 보조 정보를 수신하고 보조 정보를 사용하여 SPS 신호의 획득을 돕는다. 바

람직한 실시형태로서, 보조 정보는, W_CLOCK 로 측정된 바와 같이, 무선 장치가 시야에 있는 SPS 위성과 관련되는 

PN 프레임 각각의 시작을 수신할 것으로 예상되는 시간을 포함한다. SPS 신호가 획득된 후, 무선 장치의 위치가 계산

될 수 있다.

PDE 는 SPS 보조에 대한 요구에 응답하여 무선 장치로 보조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보조 정보는 기준 신

호 스니피트 및 타임스탬프를 포함한다. SPS 메모리에 저장된 SPS 위성 정보를 사용하여, PDE 는 무선 장치의 시야

에 있는 SPS 위성의 식별치, 관련된 도플러 정보, 및 PN 프레임 각각의 시작이 무선 장치에서 수신될 것으로 예상되

는 시간을 포함하는 SPS 보조 정보를 준비한다. 다음 으로, PDE 는 신호 버퍼에서 수신된 기준 신호 스니피트를 검색

한다. 매칭이 확인되면, PDE 는 수신된 타임스탬프와 저장된 신호의 수신 시간 사이의 타임 오프셋을 계산한다. 타임

오프셋은 SPS 타이밍 데이터를 무선 장치에 의해 사용되는 시간 도메인으로 변환하는데 사용된다. 그 다음, 변형된 

보조 정보는 SPS 신호를 획득하는데 사용하기 위해 무선 장치로 송신된다. 다른 실시형태로서, (변형되지 않은) 보조 

정보 및 타임 오프셋이 무선 장치로 송신될 수 있는데, 그 다음, 무선 장치는 W_CLOCK 을 동기하거나 SPS 타이밍 

데이터로의 다른 조절을 수행하는데 타임 오프셋을 사용할 수 있다.

바람직한 실시형태로서, 무선 장치는 타이밍 소스, RF (radio frequency) 신호를 수신하는 기준 신호 수신기, 및 기준

신호 수신기에 결합되어 있는 신호 프로세서를 구비한다. 신호 프로세서는 수신된 RF 신호의 스니피트을 샘플링하고

기준 신호 수신기에 의해 스니피트이 수신된 수신 시간을 결저한다. 무선 장치는 무선 통신 송수신기 및 SPS (satellit

e positioning system) 수신기를 더 구비한다. 무선 통신 송수신기는 위치 결정 엔티티 (position determination enti

ty) 로 스니피트와 수신 시간을 송신하고, 그에 응답하여, 위치 결정 엔티티로부터 수신 SPS 보조 정보를 수신한다. S

PS 수신기는 시야에 있는 SPS 위성으로부터 송신된 SPS 신호를 수신한다. 바람직한 실시형태로서, 기준 신호 수신

기, 통신 수신기 및 SPS 수신기는 수신기 회로의 적어도 일부를 공유한다.

바람직한 실시형태의 위치 결정 엔티티는 타이밍 소스, 기준 신호 버퍼, SPS 위치 정보를 저장하는 SPS 메모리, 통신

인터페이스 및 프로세서를 구비한다. 기준 신호 버퍼는 수신 정보의 관련된 시간과 함께 수신된 기준 신호의 최신 샘

플을 저장한다. 통신 인터페이스는 무선 장치로부터, 신호 스니피트 및 타임스탬프를 포함하는 보조 정보에 대한 요

구를 수신하고, 무선 장치로 보조 정보를 재송신한다. 프로세서는 저장된 기준 신호에서 수신된 신호 스니피트를 검

색하고, 수신된 타임스탬프와 저장된 기준 신호에 대한 매칭 부분 사이의 타임 오프셋을 결정하며, SPS 위성 정보로

부터 무선 장치가 SPS 신호의 위치를 정하는 것을 보조하는 보조 정보를 준비하고, 타임 오프셋을 사용하여 보조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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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와 무선 장치가 동기되도록 보조 정보를 조절한다.

바람직한 실시형태에 대한 이하의 상세한 설명을 고려함으로써, 당업자는 무선 위치 결정 시스템의 부가적인 이점과 

목적을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에 대한 보다 완전한 이해가 가능하다.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는데, 먼저 그에 대해 

간략히 설명한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 은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형테에 따른 무선 통신 시스템을 나타낸다.

도 2 는 타이밍 정보를 무선 장치로 제공하는 바람직한 방법을 나타낸다.

도 3 은 무선 장치의 지리적 위치를 결정하는 바람직한 처리를 나타내는 흐름도이다.

도 4 는 보조 정보를 무선 장치로 제공하는 바람직한 처리를 나타내는 흐름도이다.

도 5 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형태에 따른 무선 장치를 나타내는 블록도 이다.

도 6 은 무선 장치의 수신 구성부품에 대한 바람직한 회로 설계를 나타내는 블록도이다.

도 7 은 본 발명의 다른 실시형태에 따른 무선 장치의 수신 구성부품에 대한 바람직한 공유 회로 설계를 나타내는 블

록도이다.

도 8 은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형태에 따른 위치 결정 엔티티를 나타내는 블록도이다.

바람직한 실시형태의 상세한 설명

본 발명은 위치 결정 시스템의 이동 장치로 타이밍 정보를 제공하는 향상된 시스템 및 방법이다. 도 1 은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형태에 따른 무선 통신 시스템 (10) 을 나타낸다. 무선 통신 시스템 (10) 은 복수개의 기지국 (12) 및 복

수개의 무선 장치 (14) 를 구비하는 셀-기반 통신 시스템이다. 각각의 기지국 (12) 은 기지국 (12) 에 의해 서비스되

는 지리적 통신가능 영역을 정의하는 관련된 셀 (16) 을 갖는다. 셀들 (16) 중 하나에 위치하는 각각의 무선 장치 (14)

는, WCDMA 와 같은 소정의 통신 프로토콜에 따른 데이터 패킷을 교환하는 것에 의해, 관련된 기지국 (12) 과 통신

한다. 무선 장치 (14) 는, 이동 전화기, PDA (personal digital assistants), 차량 네비게이션 시스템 및 휴대용 컴퓨터

를 구비하여, 무선 통신 링크를 통해 기지국 (12) 과 통신하는 임의의 장치일 수 있다. MSC (mobile switching cente

r ; 18) 는, 호 설정 (call set-up), 무선 장치들간의 호 라우팅 및, PSTN (public switched telephone network) 또는 

인터넷과 같은 통신 네트워크와 무선 장치들간의 호 라우팅을 포함하여, 셀 (16) 에서의 무선 통신을 관리한다. 무선 

통신 시스템 (10) 은, 각각이 복수개의 셀 (16) 을 관리하는 복수개의 MSC 를 포함할 수 있다. 다른 실시형태로서, 무

선 통신 시스템은, 무선 장치가 셀룰러 통신 시스템, PCS (personal communication system), 특수화된 이동 무선 시

스템, AMPS (Advanced Mobile Phone System), GSM (Global System for Mobile Communications), 페이저 시스

템, 및 무선 패킷 데이터 시스템에 기초하는 지상 또는 위성을 구비하는 무선 통신 링크를 통해 제 2 의 장치또는 엔티

티와 통신할 수 있는 임의의 다른 통신 시스템일 수 있다.

또한, 무선 통신 시스템 (10) 은 무선 장치 (14) 의 지리적 위치를 결정한다. 바람직한 실시형태로서, GPS 와 같은 위

성 위치결정 시스템이 위치 결정에 사용된다. 각각의 무선 장치 (14) 는 로컬 기지국 (12) 과 통신하고 궤도 운행중인 

GPS 위성으로부터 송신된 GPS 신호를 수신하는 하나 이상의 안테나 (20) 를 구비한다. 각각의 기지국 (12) 은 무선 

장치 (14) 와 통신하는 하나 이상의 안테나 (22) 를 구비한다. PDE (24) 는 MSC (18) 를 통해 기지국 (12) 에 접속되

며 무선 장치 (14) 가 시야에 있는 GPS 위성의 위치를 정하고 무선 장치 (14) 에 대한 개별적인 지리적 위치를 계산하

는 것을 보조한다. 바람직한 실시형태로서, PDE (24) 는, GPS 안테나 (28) 를 통해 GPS 신호를 수신하는 하나 이상

의 정지 GPS 수신기 (26) 를 사용해 GPS 위성의 위치를 추적하는 컴퓨터 시스템이다. 무선 통신 시스템 (10) 은 통신

가능 영역 전체에 위치하는 GPS 수신기 (26) 의 네트워크를 구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일 실시형태로서, 각각의 기

지국 (12) 은, 기지국 통신가능 영역 (16) 의 무선 장치 (14) 를 보조하는 PDE (24) 및 정지 GPS 수신기 (26) 를 구비

한다.

무선 장치 (14) 가 효율적으로 시야에 있는 GPS 위성의 위치를 정하도록 보조하는 시스템, 계산된 지리적 위치의 오

류를 감소시키는 시스템, 및 4 개 미만의 GPS 위성을 사용하여 무선 장치의 위치를 결정하도록 보조하는 시스템을 구

비하는 보조형 무선 GPS 시스템이 업계에 공지되어 있다. 양자 모두 본 발명의 양수인에게 양도되는 'METHOD AN

D APPARATUS FOR EFFICIENT GPS ASSISTANCE IN A COMMUNICATION SYSTEM' 이란 명칭의 미국 특허

제 6,058,338 호와 'SYSTEM AND METHOD FOR DETERMINING THE POSITION OF A WIRELESS CDMA T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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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CEIVER' 라는 명칭의 미국 특허 제 6,081,229 호, 및 SnapTrack, Inc. 에 양도되는 'METHOD AND APPARA

TUS FOR ACQUIRING SATELLITE POSITIONING SYSTEM SIGNALS' 라는 명칭의 미국 특허 제 6,133,874 호

에 무선 통신 네트워크의 GPS 위치 결정 시스템의 예들이 개시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이들 모두를 참조하고 있다. 바

람직한 실시형태로서, 양수인에 의해 개발된 gpsOne TM 위치 결정 시스템에 따라 무선 장치 (14) 의 위치가 결정된

다. gpsOne TM 기술을 사용하면, 무선 장치 (14) 는 하나 이상의 GPS 위성 및 하나 이상의 기지국으로부터 동시에 

측정치를 수집하여 수집된 정보를 PDE (24) 로 송신하는데, PDE (24) 는 PDE (24) 에 의해 이전에 수집된 GPS 위성

정보를 사용하여 정확한 위치 계산을 수행한다.

바람직한 실시형태로서, PDE (24) 는 기준 신호 (34) 를 수신하기 위한 안테 나 (32) 를 더 구비하며, 무선 장치 (14) 

는 안테나 (20) 를 통해 기준 신호 (34) 를 수신한다. 기준 신호 (34) 는 PDE (34) 및, 무선 통신 시스템 (10) 의 통신

가능 영역내에 있는 하나 이상의 무선 장치 (14) 양자에 의해 수신될 수 있는 임의의 신호를 포함할 수 있다. 기준 신

호 (34) 는, 무선 통신 시스템 (10) 이나 위성 위치 결정 시스템의 일부가 아닌 RF 신호 소스로부터 유래하는 것이 바

람직하다. 예를 들어, 신호 (34) 는 FM 무선 방송 신호, AM 무선 방송 신호, TV 방송 신호, 또는 다른 무선 주파수 신

호일 수 있다. 이하에서 설명하는 바와 같이, 기준 신호 (34) 는 무선 장치 (14) 및 PDE (24) 양자에 의해 무선 장치 (

14) 에 GPS 신호 획득을 보조하는 보조 정보를 제공하는데 사용된다.

도 2 의 블록도를 참조하여 무선 장치에 타이밍 정보를 제공하는 바람직한 방법을 설명한다. 복수개의 GPS 위성 (40)

이 지상의 GPS 수신기에 의해 수신될 GPS 신호 (42) 를 지속적으로 송신한다. 각각의 GPS 신호 (42) 는 송신중인 G

PS 위성 (40), 송신중인 GPS 위성의 현재 위치, 및 GPS 송신 시간을 식별하는 전용 PN 코드를 포함한다. GPS 수신

기 (26) 는 GPS 수신기 (26) 의 시야에 있는 GPS 위성 (40) 으로부터 계속해서 GPS 신호 (42) 를 수신한다. GPS 수

신기 (26) 는, GPS 시간과 동기되는 것이 바람직한 타이밍 소스 (G_CLOCK ; 44) 를 포함한다. 수신된 GPS 신호 (42

) 를 통해, GPS 수신기 (26) 는 시야에 있는 GPS 위성의 식별치와 위치를 추적하고, GPS 신호 (42) 에 대한 현재의 

도플러 시프트 정보를 유도하며, 각각의 PN 프레임이 GPS 수신기 (26) 에서 수신되는 주기적 시간을 추적한다. GPS

수신기 (26) 에 의해 수집된 GPS 위성 정보는 PDE (24) 로 송신 되어, PDE (24) 에 의해 무선 장치 (14) 로 위치 결

정 보조를 제공하는데 사용될 수 있도록 GPS 메모리 (46) 에 저장된다. 당업자는, GPS 수신기 (26) 기능의 하나 또는

전부가 PDE (24) 의 일부로서 구현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PDE (24) 및 무선 장치 (14) 는 하나 이상의 신호원 (48) 으로부터 송신된 하나 이상의 기준 신호 (50) 를 수신한다. 

바람직한 실시형태로서, 기준 신호 (50) 는 RF 신호이다. 가장 지상에 가까운 영역에서, RF 신호는 편재하고, FM 무

선 주파수 대역 (즉, 88 MHz 내지 108 MHz), AM 무선 주파수 대역 (즉, 525 KHz 내지 1,700 KHz), VHF TV 주파

수 대역 (즉, 54 MHz 내지 88 MHz, 174 MHz 내지 220 MHz) 및 다른 주파수 대역을 통해 송신되는 신호를 포함할 

수 있다. PDE (24) 및 무선 장치 (14) 는 무선 통신 시스템 (10) 전체에 걸쳐 실제 편재하는 통신가능영역을 제공하는

사용 가능한 RF 신호의 서브세트 (예를 들어, FM 무선 주파수 대역) 를 수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동작시에, PDE (24) 는 기준 신호 (50) 를 지속적으로 수신하고 무선 장치 (14) 에 GPS 보조를 제공하는데 있어서 후

에 사용하기 위해 수신된 기준 신호 (50) 룰 신호 메모리 (52) 에 저장한다. 바람직한 실시형태에서, 신호 메모리 (52)

는 가장 최근의 2-3초의 수신된 기준 신호 (50) 를 보유하는 버퍼이다. 또한, PDE (24) 는 바람직하게는 GPS 시간과

동기되는 타이밍 소스, P_CLOCK (54) 를 구비한다. PDE (24) 는 신호 메모리 (52) 의 컨텐츠가 PDE(24) 에 의해 수

신되는 시간을 추적하기 위해 P_CLOCK (54) 을 사용한다.

무선 장치 (14) 의 지리적 위치를 결정하는 바람직한 처리가 도 3의 흐름도 에 도시되고, 도 2를 참조하여 후술한다. 

바람직하게는, 처리는 무선 장치 (14) 의 사용자에 의해 개시된다. 또 다른 실시형태에서, 처리는 무선 장치 (14), 위

치 결정 엔티티 (24), 또는 또 다른 장치 또는 엔티티에 의해 개시될 수도 있다. 단계 60에서, 무선 장치 (14) 는 기준 

신호 (50) 를 수신하고, 단계 62에서, 기준 신호 (50) 의 스니피티를 샘플한다. 바람직한 실시형태에서, 스니피티는 2

-3 ms의 기준 신호 (50) 를 포함한다. 단계 64에서, 샘플된 기준 신호 (50) 스니피티가 무선 장치 (14) 에 수신되는 

시간이 로컬 클록 W_CLOCK (56) 을 사용하여 결정된다. 바람직한 실시형태에서, W_CLOCK (56) 은 G_CLOCK (4

4), P_CLOCK (54) 또는 GPS 시간과 같은 무선 통신 시스템 (10) 의 다른 클록과 동기되지 않는다. 단계 66에서, 무

선 장치 (14) 는 무선 통신 링크를 통해 GPS 보저 정보에 대한 요구의 일부분으로서 PDE (24) 로 스니피티 및 타임

스탬프를 송신한다. 단계 68에서, 무선 장치 (14) 는 요구된 GPS 보조 정보를 수신하고, 단계 70에서, 보조 정보가 G

PS 위성 (40) 으로부터 GPS 신호 (42) 를 획득하는데 있어서 무선 장치 (14) 를 보조하기 위해 사용된다. 바람직한 

실시형태에서, 보조 정보는 무선 장치 (14) 가 PN 프레임을 수신하는 W_CLOCK (56) 에 의해 측정될 때, 무선 장치 

(14) 에 GPS 위성 (40) 의 아이덴티티, 관련 도플러 정보 및 시간을 제공한다. GPS 신호 (42) 가 획득된 이후에, 무선

장치 (14) 의 위치는 당업자에 공지된 방법에 따라 단계 72에서 결정된다.

획득된 GPS 신호에 수신된 정보는 W_CLOCK (56) 와 GPS 시간을 동기시키기 위해 무선 장치 (14) 에 의해 사용될 

수도 있다. W_CLOCK (56) 가 GPS 시간과 동기된 이후에, GPS 보조 정보는 기준 신호를 사용하지 않고 종래의 방식

으로 무선 장치 (14) 에 제공될 수도 있다. 그러나, 많은 무선 장치가 정밀한 타이밍 소스가 부족하고 로컬 클록의 빈

번한 동기화를 요구한다. 바람직한 실시형태에서, 무선 장치 (14) 는 GPS 시간을 고정한 이후 패스된 시간의 양을 식

별하는 변수를 보유한다. 소정의 시간의 양이 GPS 시간을 고정하지 않고 패스된 이후에, 보조 정보에 대한 다음의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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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는 전술한 바와 같은 관련 타임스탬프 및 기준 신호의 스니피티를 포함한다.

무선 장치 (14) 에 보조 정보를 제공하는 바람직한 처리가 도 4의 흐름도에 도시되어 있고, 도 2를 참조하여 설명한다

. 단계 80에서, PDE (24) 는 무선 장치 (14) 로부터 GPS 보조를 위한 요구를 수신한다. 요구는 기준 신호 스니피티 

및 타임스탬프를 포함한다. 다음으로, 단계 82에서, PDE (24) 는 GPS 메모리 (46) 에 저장된 GPS 위성 정보로부터, 

무선 장치 (14) 에 대한 GPS 보조 정보를 준비한다. 바람직하게는, GPS 보조 정보는 GPS 수신기 (26) 를 고려하여 G

PS 위성 (40) 의 아이덴티티, GPS 수신기 (26) 에 의해 수신된 GPS 신호 (42) 에 대한 관련 도플러 정보, 및 각 PN 

프레임의 시작이 GPS 수신기 (26) 에 수신되는 시간을 포함한다. 또한, GPS 위성의 위치 및 차동 정정 데이터와 같은

다른 GPS 보조 정보가 포함될 수도 있다. 바람직하게는, PDE (24) 는 무선 장치 (14) 및 PDE (24) 가 통신하는 기지

국에 가장 근접한 GPS 수신기 (26) 와 관련된 GPS 위성 정보를 선택한다. 무선 장치 (14) 가 GPS 수신기 (26) 에 매

우 가깝기 때문에, 동일한 GPS 위성 (40) 이 무선 장치 (14) 의 시야에에 있고, 무선 장치 (14) 에 의해 수신된 GPS 

신호 (42) 가 유사한 도플러 시프트를 갖는다는 것이 예상된다. 또한, 무선 장치 (14) 가 GPS 수신기 (26) 와 거의 동

일한 GPS 시간에서 PN 프레임을 수신한다는 것이 예상된다.

바람직한 실시형태에서, PDE (24) 는 보조 정보의 GPS 타이밍 데이터를 무선 장치 (14) 및 W_CLOCK (56) 에 의해 

사용된 시간 도메인으로 변환시킨다. 단계 84에서, PDE (24) 는 무선 장치 (14) 로부터 수신된 기준 신호 스니피티에

대한 신호 메모리 (52) 를 검색한다. 단계 86에서 매치가 발견되는 경우에, PDE (24) 는 저장된 신호의 수신 시간에 

대해 수신된 타임스탬프를 비교하고, 단계 88에서, 2개의 클록, W_CLOCK (56) 과 P_CLOCK (54) 사이의 타임 오프

셋 (Δt) 을 계산한다. 단계 90에서, PDE (24) 는 타임 오프셋 (Δt) 을 사용하여, 보조 정보의 타이밍 데이터를 PDE (

24) 및 P_CLOCK (54) 의 시간 도메인으로부터 무선 장치 (14) 및 W_CLOCK (56) 에 의해 사용된 시간 도메인으로 

변환시킨다. 다음으로, GPS 보조 정보는 단계 92에서 무선 장치 (14) 로 송신된다. 무선 장치 (14) 는 GPS 위성 신호

(42) 를 획득하고 그것의 지리적 위치를 계산하는데 있어 무선 장치 (14) 를 보조하기 위해 수신된 보조 정보를 사용

할 수도 있다. 또 다른 실시형태에서, PDE (24) 가 타임 오프셋 (Δt) 을 계산한 이후에, 변형되지 않은 GPS 보조 정

보 및 타임 오프셋 (Δt) 은 무선 장치 (14) 로 송신된다. 다음으로, 무선 장치 (14) 는 W_CLOCK (56) 을 P_CLOCK 

(54) 와 동기시키거나 GPS 타이밍 정보에 대한 자체 조절을 수행하기 위해 타임 오프셋 ( Δt) 을 사용할 수도 있다. 

동기화의 정확성, 및 GPS 신호를 획득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 길이는 무선 장치와 PDE (24) 의 기준 신호 수신기 사

이의 거리 일부분에 따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바람직한 실시형태에서, 각 정지 기준 신호 수신기는 적어도 하나의 

다른 정지 기준 신호 수신기의 300 Km 이내에 위치한다.

무선 장치 (100) 의 바람직한 실시형태를 도 5의 블록도를 참조하여 설명한다. 무선 장치 (100) 는 무선 주파수 (RF) 

신호를 송수신하기 위한 적어도 하나의 안테나 (102) 를 구비한다. 안테나 (102) 에 의해 수신된 RF 신호는 GPS 수

신기 (104), 통신 트랜스시버 (106), 및 기준 신호 수신기 (108) 에 선택적으로 라우트된다. 수신기 (104, 106 및 108

) 는 수신된 GPS 위성 신호, 통신 신호 및 기준 신호 각각의 신호 처리를 제어하는 적어도 하나의 신호 프로세서 (110

) 에 연결된다. 디지털 신호 프로세서 (110) 는 무선 장치 (100) 의 동작을 제어하는 제어 프로세서 (112) 에 연결된

다. 디지털 신호 프로세서 (110) 및 제어 프로세서 (112) 는 신호 프로세서, 복수의 프로세서 또는 프로세서의 결합 

및 주문형 집적 회로 (ASICs) 를 구비하는 전용 회로로서 구현될 수도 있다. 제어 프로세서 (112) 는 무선 장치 (100)

에 대한 로컬 타임을 보유하는 타이밍 소스 (W_CLOCK : 114), 메모리 (116) 및 사용자 인터페이스 (118) 에 연결된

다. 바람직하게는, 메모리 (116) 는 디지털 신호 프로세서 (110) 및 제어 프로세서 (112) 를 제어하는 실행 명령을 저

장하는 랜덤 액세스 메모리 및 프로그램 메모리, 및 랜덤 액세스 메모리 (RAM) 를 구비한다. 바람직한 실시형태에서,

무선 장치 (100) 는 이동 전화기이고, 사용자 인터페이스 (118) 는 사용자가 전화번호 및 다른 정보를 입력하기 위한 

숫자 키패드, 시각 디스플레이, 마이크로폰 및 스피커를 무선 장치 (100) 의 사용자에게 제공하기 위한 회로 및 구성

부품을 구비한다. 또 다른 실시형태에서, 무선 장치 (100) 는 PDA, 차량 네비게이션 시스템, 이동 개인 컴퓨터, 페이

저 또는 또 다른 무선 장치일 수도 있다.

GPS 수신기 (104) 는 GPS 신호를 수신하고 수신된 GPS 신호를 디지털로 변환시키는 회로를 구비한다. 바람직하게

는, 디지털 신호 프로세서 (110) 는 GPS 신호에 PN 코드를 위치시키고, GPS 신호로부터 위성 정보를 추출하고, 의사

거리를 계산하고, 무선 장치 (100) 의 현재 지리적 위치를 결정한다. 또 다른 실시형태에서, 디지털 신호 프로세서 (1

10) 및 제어 프로세서 (112) 는 수신된 GPS 정보를 통신 트랜스시버 (106) 및 안테나 (102) 를 사용하여 PDE로 송

신한다. 통신 트랜스시버 (106) 는 통신 신호를 수신하는 회로 및 디지털 신호 프로세서 (110) 로 처리하기 위해 수신

된 통신 신호를 디지털로 변환시키는 회로를 구비한다. 또한, 통신 트랜스시버 (106) 는 디지털 신호를 아날로그 신호

로 변환시키고 안테나 (102) 를 통해 무선 통신 링크상으로 아날로그 신호를 송신하는 회로를 구비한다. 바람직한 실

시형태에서, 무선 장치 (100) 는 이동 전화기이고, 디지털 신호 프로세서 (110) 및 제어 프로세서 (112) 는 통신 트랜

스시버 (106) 를 통해 음성 및 데이터 통신을 처리, 송신 및 수신한다. 기준 신호 수신기 (108) 는 당업계에 공지된 바

와 같은 종래의 무선 주파수 (RF) 수신기일 수도 있고, 기준 신호를 수신하고 디지털 시호 프로세서 (110) 로 처리하

기 위해 기준 신호를 디지털 신호로 변환시키는 회로를 구비한다. 바람직하게는, 디지털 신호 프로세서 )110) 는 수신

된 기준 신호의 일부분을 샘플 및 타임스탬프하고, 안테나 (102) 를 통한 PDE로의 송신을 위해 통신 트랜스시버 (10

6) 에 샘플 및 타임스탬프를 공급한다.



공개특허 특2003-0080096

- 7 -

도 6은 무선 장치 (100) 의 수신 구성부품의 바람직한 실시형태를 도시하는 블록도이다. 각각의 수신기 (104, 106 및

108) 는 GPS, 통신 및 기준 신호중의 하나를 수신, 다운변환, 및 디지털화하는 이중 헤테로다인 수신기를 구비한다. 

GPS 수신기 (104) 는 GPS 신호를 수신하는 안테나 (120a) 를 구비한다. 안테나 (120a) 는 제 1 저잡음 증폭기 (122

a) 에 연결되고, 그 출력은 대역 필터 (124a) 의 입력에 연결된다. 대역 필터 (124a) 는 1575.42MHz의 중심 주파수

를 갖는 GPS 신호 대역을 패스시키고, GPS 신호 대역 외부의 주파수를 갖는 통신 신호, 기분 신호 및 다른 신호를 감

쇠시킨다. 대역 필터 (124a) 의 출력은 제 1 믹서 (126a) 로의 입력이다. 제 1 발진기 (128a) 는 제 2 입력을 제 1 믹

서 (126a) 에 제공하고 GPS 신호를 중간 주파수 (IF) (예를 들어, 70MHz) 로 다운변환시키고, 이 주파수는 제 2 저잡

음 증폭기 (130a) 의 입력에 공급된다. 제 2 저잡음 증폭기 (130a) 의 출력은 제 1 입력을 제 2 믹서 (134a) 에 제공

하는 저역 필터 (132a) 에 연결된다. 제 2 발진기 (136a) 는 제 2 입력을 제 2 믹서 (134a) 에 제공하고 IF 신호를 더 

낮은 IF (예를 들어, 1MHz) 로 다운변환시킨다. 제 2 믹서 (134a) 의 출력은 아날로그/디지털 (A/D) 변환기 (138a) 

에 의해 디지털화되고 디지털화된 GPS 신호를 처리하는 논리를 포함하는 디지털 신호 프로세서 (110) 에 입력으로서

제공된다.

수신기 (106 및 108) 는 GPS 수신기 (104) 와 유사한 회로를 구비한다. 안테나 (120b) 는 통신 신호를 수신하고 제 1

저잡음 증폭기 (122b) 의 입력에 연 결되고, 그 출력은 대역 필터 (124b) 의 입력에 연결된다. 대역 필터 (124b) 는 

통신 신호 대역을 패스시키고 통신 신호 대역 외부의 주파수를 갖는 GPS 신호, 기준 신호, 및 다른 신호를 감쇠시킨

다. 대역 필터 (124b) 의 출력은 제 1 믹서 (126b) 에 입력된다. 제 1 발진기 (128b) 는 제 1 믹서 (126b) 에 제 2 입

력을 제공하고 통신 신호를 다운변환시켜서, 제 2 저잡음 증폭기 (130b) 의 입력에 공급되는 IF 신호를 발생시킨다. 

제 2 저잡음 증폭기 (130b) 의 출력은 제 1 입력을 제 2 믹서 (134b) 에 제공하는 저역 필터 (132b) 에 연결된다. 제 

2 발진기 (136b) 는 제 2 입력을 제 2 믹서 (134b) 에 제공하고 IF 신호를 더 낮은 IF 신호로 다운변환시킨다. 제 2 믹

서 (134b) 의 출력은 A/D 변환기 (138b) 에 의해 디지털화되고 디지털화된 통신 신호를 처리하는 논리를 포함하는 

디지털 신호 프로세서 (110) 에 입력으로서 제공된다.

안테나 (120c) 는 기준 신호를 수신하고 제 1 저잡음 증폭기 (122c) 의 입력에 연결되고, 그 출력은 대역 필터 (124c)

의 입력에 연결된다. 대역 필터 (124c) 는 기준 신호 대역을 패스시키고, 기준 신호 대역 외부의 주파수를 갖는 GPS 

신호, 통신 신호, 및 다른 신호를 감쇠시킨다. 예를 들어, 바람직한 실시형태에서, 기준 신호 수신기 (108) 는 FM 수신

기이고, 대역 필터 (128c) 는 FM 주파수 대역 (즉, 88MHz 내지 107MHz) 외부의 주파수를 감쇠시킨다. 대역 필터 (1

24c) 의 출력은 제 1 믹서 (126c) 로 입력된다. 제 1 발진기 (128c) 는 제 2 입력을 제 1 믹서 (126c) 에 제공하고 기

준 신호를 다운변환시켜서, 제 2 저잡음 증폭기 (130c) 의 입력에 공급되는 IF 신호를 발생시킨다. 제 2 저잡음 증폭

기 (130c) 의 출력은 제 1 입력을 제 2 믹서 (134c) 에 제공하는 저역 필터 (132c) 에 연결된다. 제 2 발진기 (136c) 

는 제 2 입력을 제 2 믹서 (134c) 에 제공하고 IF 신호를 더 낮은 IF 신호로 다운변환시킨다. 제 2 믹서 (134c) 의 출

력은 A/D 변환기 (138c) 에 의해 디지털화되고, 기준 신호를 처리하는 논리를 포함하는 디지털 신호 프로세서 (110) 

에 입력으로서 제공된다.

다른 회로 구현이 GPS, 통신 및 기준 신호를 수신 및 처리하기 위해 활용될 수도 있고, GPS, 통신 및 기준 신호 수신

기의 구성부품을 공유하는 회로를 구비한다는 것을 당업자는 이해할 것이다. GPS와 통신 수신기 사이의 공유된 회로

의 예가 SnapTrack, Inc에 양도되고, 본 명세서에 참조되는, 'COMBINED GPS POSITIONING SYSTEM AND COM

MUNICATIONS SYSTEM UTILIZING SHARED CIRCUITRY'라는 명칭의 미국 특허 제 6,111,540 호에 기재되어 

있다.

공유 회로를 활용하는 또 다른 실시형태가 도 7의 블록도에 도시되어 있다. 수신 구성부품은 대역 필터 (154a, 154b 

및 154c) 에 각각 연결된 3개의 저잡음 증폭기 (152a, 152b 및 152c) 에 연결된 적어도 하나의 안테나 (150) 를 구비

한다. 대역 필터 (154a) 는 GPS 신호를 패스시키고, 대역 필터 (154b) 는 통신 신호를 패스시키고, 대역 필터 (154c) 

는 FM 무선 대역과 같은 기준 신호를 패스시킨다. 대역 필터 (154a-c) 는 처리하기 위한 신호중의 하나를 선택하는 

스위치 (156) 에 의해 제 1 믹서 (158) 에 선택적으로 연결된다. 주파수 신시사이저 (160) 는 기준 주파수를 제 1 믹

서 (158) 로 출력하고 선택된 RF 신호 형태를 중간 주파수 (IF) 로 다운변환시킨다. 제 1 믹서 (158) 의 출력은 제 2 

믹서 (166) 에 연결 된 저역 필터 (164) 로의 입력을 위한 신호를 증폭시키는 제 2 저잡음 증폭기 (162) 에 연결된다. 

주파수 신시사이저 (160) 는 선택된 신호 형태에 대한 기준 주파수를 제 2 믹서 (166) 로 출력하고 IF 신호를 더 낮은

중간 주파수로 변환시킨다. 제 2 믹서 (166) 는 A/D 변환기 (168) 에 의해 디지털화되고 디지털 신호 프로세서 (170)

로 공급되는 더 낮은 IF 신호를 출력한다. 바람직한 실시형태에서, 프로세서는 각 믹서 (158 및 166) 로의 주파수 입

력을 선택하기 위해 주파수 신시사이저 (160) 를 제어한다. 제 1 믹서 (158) 로 입력된 기준 주파수가 스위치 (156) 

에 의해 선택된 신호 형태에 따라 변화하는 것이 예상되지만, 동일한 기준 주파수가 모든 3개의 신호 형태에 대해 제 

2 믹서 (166) 로 입력될 수도 있다.

또 다른 실시형태에서, 기준 신호 수신기는 기준 신호에 송신된 정보를 복구하는 복조 회로를 더 구비한다. 프로세서,

또는 다른 구성부품 및 무선 장치의 회로는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통해 무선 장치의 사용자에게 복구된 정보를 제공할

수도 있다. 일 실시형태에서, 기준 신호 수신기는 FM 무선 수신기이고, 복조 회로는 수신된 FM 방송 신호에 송신된 

오디오 정보를 복구한다. 다음으로, 복구된 오디오 정보는 무선 장치의 스피커를 통해 플레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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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E의 바람직한 실시형태를 도 8의 블록도를 참조하여 설명한다. PDE (250) 는 프로세서 (252), 프로그램 메모리 (

254), 스토로지 시스템 (256), 로컬 타이밍 소스 P_CLOCK (258), 및 통신 인터페이스 (260) 를 구비한다. 바람직한 

실시형태에서, P_CLOCK (258) 은 GPS 타임과 같은 중앙 타이밍 시스템과 동기된다. 프로그램 메모리 (254) 는 프

로세서 (252) 를 명령하는 프로그램 논리를 포함하고 위치 결정 및 통신 기능을 수행한다. 통신 인터페이스 (260) 는 

무선 통신 네트워크의 기지국을 통해 PDE (250) 와 무선 장치 사이에 통신을 제공한다. PDE (250) 는 적어도 하나의

GPS 수신기로부터 수신된 GPS 위성 정보를 저장하는 GPS 데이터 메모리 (266) 를 더 구비한다. 또한, PDE (250) 

는 FM 신호와 같은 기준 신호를 수신하는 적어도 하나의 안테나 (272) 를 구비한다. 안테나 (272) 에 의해 수신된 기

준 신호는 수신된 기준 신호를 다운변환 및 디지털화하는 기준 신호 수신기 (274) 로 공급된다. 디지털 신호는 바람지

하게는 가장 최근의 2-3초의 수신된 기준 신호를 저장하는 기준 신호 메모리 (276) 에 저장된다.

무선 장치 (100) 와 PDE (250) 사이에서 기준 신호를 좌표지정하는 여러 접근방법이 예상된다. 바람직한 실시형태에

서, 무선 장치 (100) 의 기준 신호 수신기 (108) 및 위치 결정 엔티티 (250) 의 기준 신호 수신기 (274) 가 소정의 기

준 주파수를 수신하기 위해 동조된다. 또 다른 실시형태에서, 수신기 (108 및 274) 는 무선 통신 시스템의 실제 편재

하는 통신가능 영역을 제공하는 RF 신호의 세트를 포함하는 하나 이상의 RF 주파수 대역을 수신한다.

제 1의 또 다른 실시형태에서, 기준 신호 주파수는 무선 장치 (100) 에 의해 선택된다. 무선 장치 (100) 의 지리적 위

치를 결정하는 처리가 개시된 이후에, 무선 장치 (100) 는 RF 신호에 대한 소정의 RF 주파수 대역을 스캔한다. 바람

직하게는, 무선 장치 (100) 는 가용 주파수를 통해 스텝하고, 각 스텝에서의 수신 신호 강도를 측정하고, 스니피티를 

샘플하기 위해 가장 강한 수신 신호 강도를 갖 는 주파수를 선택한다. 그러나, 검출된 신호를 기준 신호로서 사용할 수

도 있다는 것을 이해할 것이다. 다음으로, 무선 장치 (100) 는 선택된 기준 신호의 반송 주파수를 따라서, PDE (250) 

로 스니피티 및 타임스탬프를 송신할 수 있다. 다음으로, PDE (250) 는 수신된 기준 신호 반송 주파수에 대한 기준 신

호 메모리에서 스니피티를 검색할 수 있다.

제 2의 또 다른 실시형태에서, PDE (250) 는 기준 신호 주파수를 선택한다. PDE (250) 는 가장 강한 수신 신호 강도

에 대한 RF 주파수 대역을 지속적으로 스캔하고, 선택된 주파수를 기준 신호 메모리에 저장한다. PDE (250) 가 보조 

정보에 대한 요구를 수신할 때, PDE (250) 는 선택된 반송 주파수를 무선 장치 (100) 로 송신한다. 무선 장치 (100) 

는 선택된 반송 주파수에 동조하고 수신된 신호의 스니피티를 샘플한다. 다음으로, 무선 장치 (100) 는 스니피티 및 

타임스탬프를 PDE (250) 로 송신한다.

따라서, 무선 위치 결정 시스템에서의 전술한 시간 획득의 바람직한 실시형태에서, 전술한 시스템의 특정한 이점이 

달성될 수 있다는 것이 당업자에게 명백할 것이다. 또한, 여러 변형물, 적응물, 및 또 다른 실시형태가 본 발명의 범위 

및 사상내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

본 발명의 범위는 다음의 청구범위에 의해 정의된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위치 결정 엔티티를 포함하는 무선 통신 시스템에서, 위성 측위 시스템 신호를 획득하는 방법으로서,

타이밍 소스에 의해 측정된 수신 시간을 갖는, 기준 신호의 스니피티를 수신하는 단계;

상기 스니피티 및 상기 수신 시간을 포함하는, 보조 정보에 대한 요구를 상기 위치 결정 엔티티로 송신하는 단계;

요구된 보조 정보를 수신하는 단계; 및

상기 수신된 보조 정보를 사용하여 위성 측위 시스템 신호를 위치시키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위성 

측위 시스템 신호 획득 방법.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타이밍 소스는 상기 위치 결정 엔티티와 동기되지 않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위성 측위 시스템 신호 획득 방법.

청구항 3.
제 1 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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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스니피티를 수신하는 단계는,

무선 주파수 (RF) 신호를 수신하는 단계; 및

상기 수신된 무선 주파수 신호의 일부분을 샘플링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위성 측위 시스템 신호 

획득 방법.

청구항 4.
제 3 항에 있어서,

상기 RF 신호는 FM 무선 방송 신호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위성 측위 시스템 신호 획득 방법.

청구항 5.
제 3 항에 있어서,

상기 RF 신호는 무선 통신 시스템 전반에 걸쳐 편재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위성 측위 시스템 신호 획득 방법.

청구항 6.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보조 정보는 상기 무선 장치가 위성 신호의 수신을 예상하는 시간을 식별하는 타이밍 정보를 포함하는 것을 특

징으로 하는 위성 측위 시스템 신호 획득 방법.

청구항 7.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보조 정보는 타이밍 소스와 동기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위성 측위 시스템 신호 획득 방법.

청구항 8.
무선 통신 시스템에서, 위성 측위 시스템 신호를 획득하는 무선 장치를 보조 하는 방법으로서,

타이밍 소스를 보유하는 단계;

기준 신호를 지속적으로 수신하는 단계;

상기 타이밍 소스에 의해 측정된 관련 수신 시간을 갖는 기준 신호를 저장하는 단계;

보조 정보에 대하여 무선 장치로부터, 신호 스니피티 및 타임스탬프를 포함하는 요구 수신하는 단계;

상기 신호 스니피티를 상기 저장된 기준 신호의 일부분에 매칭하는 단계;

상기 저장된 기준 신호의 매칭된 일부분의 수신 시간과 타임스탬프 사이의 타임 오프셋을 결정하는 단계;

상기 무선 장치에 대한 보조 정보를 준비하는 단계;

상기 보조 정보를 상기 타임 오프셋을 사용하여 상기 무선 장치에 동기시키는 단계; 및

상기 동기된 보조 정보를 상기 무선 장치로 송신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무선 장치 보조 방법.

청구항 9.
제 8 항에 있어서,

상기 타이밍 소스는 상기 무선 장치와 동기되지 않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무선 장치 보조 방법.

청구항 10.
제 8 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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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기준 신호은 편재하는 신호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무선 장치 보조 방법.

청구항 11.
제 10 항에 있어서,

상기 편재하는 신호는 FM 무선 방송 신호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무선 장치 보조 방법.

청구항 12.
제 8 항에 있어서,

상기 저장하는 단계는,

상기 수신된 기준 신호를 샘플링하는 단계; 및

상기 샘플된 기준 신호를 버퍼에 저장하는 단계를 포함하고,

각 저장된 샘플의 수신 시간은, 타이밍 소스에 의해 측정될 때, 현재 시간의 함수, 및 버퍼에서의 위치로서 결정될 수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무선 장치 보조 방법.

청구항 13.
제 8 항에 있어서,

상기 보조 정보는, 상기 위성 측위 시스템 신호가 상기 무선 장치에 의해 수신되는 시간을 식별하는 타이밍 정보를 포

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무선 장치 보조 방법.

청구항 14.
위치 결정 엔티티를 포함하는 위성 측위 시스템 (SPS) 에서,

RF 신호를 수신하는 기준 신호 수신기;

상기 기준 신호 수신기에 연결되고, 상기 RF 신호의 스니피티를 추출하고 상기 RF 신호의 시니피티가 상기 기준 신호

수신기에 의해 수신되는 시간을 결정하는 신호 프로세서;

상기 스니피티 및 수신 시간을 상기 위치 결정 엔티티로 송신하고, 상기 위치 결정 엔티티로부터 SPS 보조 정보를 수

신하는 무선 통신 트랜스시버; 및

상기 SPS 보조 정보를 사용하여 SPS 위성 신호를 수신하는 SPS 수신기를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무선 장치.

청구항 15.
제 14 항에 있어서,

상기 기준 신호 수신기는 FM 무선 수신기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무선 장치.

청구항 16.
제 14 항에 있어서,

상기 기준 신호 수신기는 AM 무선 수신기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무선 장치.

청구항 17.
제 14 항에 있어서,

상기 기준 신호 수신기는 텔레비젼 신호 수신기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무선 장치.

청구항 18.
제 14 항에 있어서,

프로세서;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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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밍 소스를 더 구비하고,

상기 스니피티의 수신 시간은 상기 타이밍 소스를 사용하여 결정되고,

상기 SPS 보조 정보는 타임 오프셋을 포함하고,

상기 프로세서는 상기 타임 오프셋을 사용하여 상기 타이밍 소스를 상기 위치 결정 엔티티와 동기시키는 것을 특징으

로 하는 무선 장치.

청구항 19.
제 14 항에 있어서,

무선 주파수 (RF) 입력 신호를 중간 주파수 (IF) 신호로 이중 다운변환시키는 이중 헤테로다인 수신기 회로를 구비하

고;

상기 기준 수신기는 상기 이중 헤테로다인 수신기 회로에 제 1 RF 입력을 제공하고;

상기 통신 트랜스시버는 상기 이중 헤테로다인 수신기 회로에 제 2 RF 입력을 제공하고;

상기 SPS 수신기는 상기 이중 헤테로다인 수신기 회로에 제 3 RF 신호를 제공하고;

상기 이중 헤테로다인 수신기로의 입력을 위한 상기 제 1, 제 2, 및 제 3 RF 입력 신호중의 하나를 선택하는 스위치를

더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무선 장 치.

청구항 20.
제 1 클록을 갖는 무선 장치 및 제 2 클록을 갖는 위치 결정 엔티티를 구비하는 무선 통신 네트워크에서, 상기 무선 장

치에 글로벌 측위 시스템 (GPS) 타이밍 정보를 제공하는 방법으로서,

기준 신호를 수신하는 단계;

상기 수신된 기준 신호의 스니피티를 추출하는 단계;

상기 제 1 클록에 따라 상기 스니피티에 대한 수신 시간을 결정하는 단계;

상기 위치 결정 엔티티로 상기 스니피티 및 수신 시간을 송신하는 단계; 및

상기 위치 결정 엔티티로부터 보조 정보를 수신하는 단계를 포함하고,

상기 보조 정보는, 상기 제 1 클록과 동기되는, 위성 측위 시스템 신호의 획득에 관한 타이밍 정보를 포함하는 것을 특

징으로 하는 GPS 타이밍 정보 제공 방법.

청구항 21.
제 20 항에 있어서,

상기 스니피티를 추출하는 단계는, 상기 수신된 기준 신호의 일부분을 샘플링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

는 GPS 타이밍 정보 제공 방법.

청구항 22.
제 21 항에 있어서,

상기 기준 신호는 FM 무선 방송 신호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GPS 타이밍 정보 제공 방법.

청구항 23.
제 22 항에 있어서,

상기 FM 무선 방송 신호는 무선 통신 네트워크 전반에 걸쳐 편재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GPS 타이밍 정보 제공 방

법.



공개특허 특2003-0080096

- 12 -

청구항 24.
무선 장치를 구비하는 무선 통신 시스템에서,

타이밍 소스;

저장된 SPS 위성 위치 정보를 포함하는 위성 측위 시스템 (SPS) 메모리;

저장된 기준 신호 및 관련 정보 수신 시간을 포함하는 기준 신호 메모리;

신호 스니피티 및 타임스탬프를 포함하는, 보조 정보에 대한 요구를 무선 장치로부터 수신하는 통신 인터페이스;

상기 저장된 기준 신호의 일부분과 신호 스니피티를 정렬시키는 신호 프로세서; 및

상기 저장된 기준 신호 일부분의 수신 시간과 타임스탬프 사이의 타임 오프셋을 결정하고, SPS 위성 신호를 위치시키

는데 있어서 무선 장치를 보조하기 위해 SPS 위성 정보로부터 보조 정보를 준비하고, 상기 무선 장치와 상기 보조 정

보를 동기시키기 위해 타임 오프셋을 사용하여 상기 보조 정보를 조절하고, 통신 인터페이스를 사용하여, 상기 무선 

장치로 상기 보조 정보를 송신하는 제어 프로세서를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위치 결정 엔티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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