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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위치 결정 네트워크에서 주파수 간섭성을 생성하는 방법 및장치

(57) 요 약
본 발명은 하나 이상의 기준 전송기에 의해 전송되어 수신된 기준 포지셔닝 신호와 포지셔닝 장치에 의해 생성된
고유 포지셔닝 신호 사이의 주파수 코히런스(coherence)를 생성하는 방법 및 시스템에 관한 것이다. 포지셔닝유닛 장치는 상기 기준 전송기, 다른 포지셔닝-유닛 장치 또는 둘 다로부터 기준 포지셔닝 신호를 수신하여 해석
할 수 있는 특화된 트랜시버이다. 상기 포지셔닝-유닛 장치는 기준 포지셔닝 신호를 수신하고 공통의 오실레이
터에 대해 상시 수신된 기준 포지셔닝 신호의 주파수 오프셋을 측정한다. 일단 주파수 오프셋이 측정되면, 상기
포지셔닝-유닛 장치는 상기 측정된 주파수 오프셋으로부터 도출된 양만큼 주파수 조종 클럭을 조정한다. 상기
포지셔닝-유닛 장치는 그 다음에 주파수 조종 클럭과 일치된 고유 포지셔닝 신호를 생성한다. 또한, 포지셔닝유닛 장치는 상기 측정된 주파수 오프셋을 공통의 오실레이터에 기준을 둔 주파수 조종 클럭에 적용함으로써 상
기 고유 포지셔닝 신호를 계속해서 조정한다. 그 결과, 조정된 고유 포지셔닝 신호의 주파수는 수신된 기준 포
지셔닝 신호의 주파수와 일치된다.

대 표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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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구의 범위
청구항 1
하나 이상의 기준 전송기에 의해 전송되어 수신된 기준 포지셔닝 신호와 포지셔닝 장치에 의해 생성된 고유 포
지셔닝 신호 사이의 주파수 코히런스(coherence)를 생성하는 방법에 있어서,
a) 상기 기준 포지셔닝 신호를 수신하는 단계;
b) 공통 오실레이터에 대한 상기 수신된 기준 포지셔닝 신호의 주파수 오프셋을 측정하는 단계;
c) 측정된 상기 주파수 오프셋(b)으로부터 도출된 양만큼 주파수 조종 클럭을 조정하는 단계;
d) 상기 고유 포지셔닝 신호를 생성하는 단계; 및
e) 측정된 상기 주파수 오프셋(b)을 상기 공통 오실레이터에 기준을 둔 상기 주파수 조종 클럭에 적용함으로써
상기 고유 포지셔닝 신호를 연속적으로 조정하는 단계;를 포함하고,
조정된 고유 포지셔닝 신호는 상기 기준 포지셔닝 신호의 주파수와 일치되고,
상기 고유 포지셔닝 신호는 상기 주파수 조종 클럭과 정렬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주파수 코히런스 생성 방법.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주파수 조종 클럭은 상기 측정된 주파수 오프셋(b)과 동등한 양에 의해 단계(c)에서 조정되는 것을 특징으
로 하는 주파수 코히런스 생성 방법.
청구항 3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조정된 고유 포지셔닝 신호는 전송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주파수 코히런스 생성 방법.
청구항 4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조정된 고유 포지셔닝 신호(e)는 다른 포지셔닝-유닛 장치에 대해 기준 포지셔닝 신호로서 기능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주파수 코히런스 생성 방법.
청구항 5
제 1 항에 있어서,
추가적인 주파수 오프셋을 소정의 시간 동안 상기 고유 포지셔닝 신호의 타임 슬루우(time slew)에 적용함으로
써 상기 주파수 조종 클럭을 조정하는 단계를 추가로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주파수 코히런스 생성 방법.
청구항 6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하나 이상의 기준 전송기는 포지셔닝-유닛 장치, 광역보강시스템 위성, 광역항법시스템 위성, 의사위성,
또는 시간 정보를 포함하는 다른 장치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주파수 코히런스 생성 방법.
청구항 7
하나 이상의 기준 전송기에 의해 전송되어 수신된 기준 포지셔닝 신호와 포지셔닝 장치에 의해 생성된 고유 포
지셔닝 신호 사이의 주파수 코히런스(coherence)를 생성하는 포지셔닝-유닛 장치에 있어서,
a) 상기 기준 포지셔닝 신호를 수신하는 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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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공통 오실레이터에 대한 상기 수신된 기준 포지셔닝 신호의 주파수 오프셋을 측정하는 수단;
c) 상기 측정된 주파수 오프셋(b)으로부터 도출된 양만큼 주파수 조종 클럭을 조정하는 수단;
d) 상기 고유 포지셔닝 신호를 생성하는 수단;
e) 상기 측정된 주파수 오프셋(b)을 상기 공통 오실레이터에 기준을 둔 상기 주파수 조종 클럭에 적용함으로써
상기 고유 포지셔닝 신호를 연속적으로 조정하는 수단;
을 포함하여, 조정된 고유 포지셔닝 신호가 상기 기준 포지셔닝 신호의 주파수와 일치되도록 하고,
상기 고유 포지셔닝 신호는 상기 주파수 조종 클럭과 정렬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포지셔닝-유닛 장치.
청구항 8
제 7 항에 있어서,
상기 주파수 조종 클럭은 상기 측정된 주파수 오프셋(b)과 동등한 양에 의해 단계(c)에서 조정되는 것을 특징으
로 하는 포지셔닝-유닛 장치.
청구항 9
제 7 항에 있어서,
상기 조정된 고유 포지셔닝 신호는 전송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포지셔닝-유닛 장치.
청구항 10
제 7 항에 있어서,
상기 조정된 고유 포지셔닝 신호(e)는 다른 포지셔닝-유닛 장치에 대해 기준 포지셔닝 신호로서 기능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포지셔닝-유닛 장치.
청구항 11
제 7 항에 있어서,
추가적인 주파수 오프셋을 소정의 시간 동안 상기 고유 포지셔닝 신호의 타임 슬루우(time slew)에 적용함으로
써 상기 주파수 조종 클럭을 조정하는 수단을 추가로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포지셔닝-유닛 장치.
청구항 12
제 7 항에 있어서,
상기 하나 이상의 기준 전송기는 포지셔닝-유닛 장치, 광역보강시스템 위성, 광역항법시스템 위성, 의사위성,
또는 시간 정보를 포함하는 다른 장치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포지셔닝-유닛 장치.

명 세 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
기 술 분 야
[0001]

본 발명은 일반적으로 모바일 기기에 대한 정밀한 위치결정을 생성하는 시스템 및 방법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은 정밀한 도착시간 포지셔닝 시스템에 적용된다.

특히,

본 발명은, 전송기 비이콘(beacon) 사이의 물리적

접속이나, 각 전송기에 원자 시간 표준기가 연결될 필요나, 디퍼렌셜 보정기술(differential correction
technique)과 같은 종래기술의 요구사항에 의해 제약을 받지 않는다.

배 경 기 술
[0002]

종래, 정밀한 도착시간 위치 결정은 사용된 송신시 클럭의 정확도에 의존한다는 것이 잘 알려져 있다.

가장 원

시적인 형태로는, 알고 있는 위치에 배치되고 3개의 동일 길이의 케이블로 공통 시계에 연결된 3개의 전송기 비
이콘이 도착시간 포지셔닝 시스템의 기초로서 충분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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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에 예상되는 먼 거리에 걸쳐 고주파 타이밍신호를 배포하는 정밀 시한(timed) 케이블을 요구하기 때문에 제
조 및 설치상 아주 비실용적이다.

또는, 로빙률(drift rate)이 아주 낮은 정밀 원자 시간 표준기 각각의 전송

기 비이콘에 설치되고, 알고 있는 위치에 배치되고 레퍼런스 시간축(timebase)에 연결된 레퍼런스 수신기를 사
용하여 모니터 될 수 있다.

전송기 비이콘으로부터 수신된 포지셔닝 신호에 응답하여,

사용자 기기에 이후 재

전송을 위해, 레퍼런스 수신기로부터 각 비이콘에 RF 데이터 링크를 통해서 클럭 보정(clock corrections)이 보
내진다.

GPS - 이 GPS 위성에는 세슘-루비듐 시간표준기가 각각

설치됨- 와 같은 최근의 위성 포지셔닝 기술

에서는, GPS 그라운드 콘트롤 세그먼트를 가지고, 모든 GPS 위성을 계속해서 모니터링하고 24시간마다 각 위성
에 클럭 보정을 업링킹(up-linking)하는 이 기술을 채용한다.

그 후 이들 보정은 각 위성의 내비게이션 메시지

를 통해서 GPS 사용자 기기에 재방송되므로, GPS 사용자 기기 내의 포지셔닝 알고리즘은 위성 클럭 오차를 밝힐
수 있다.

시야의 적어도 4개의 GPS 위성에 의해서, 3차원적인 위치가 종래의 코드-기반 GPS 위치 솔루션으로

알려진 표준 기술을 사용하는 GPS 사용자 기기에서 달성될 수 있다.

이 표준 기술은 또한 본 발명이 속하는 기

술분야의 당업자에 의해서 "단일점 위치(a single point position)"으로 일반적으로 불려진다.
[0003]

종래의 코드-기반 GPS 위치 솔루션(단일점 위치)

[0004]

종래의 코드-기반 GPS에서는, 위도, 경도, 및 지상에 가까운 임의의 점의 고도가 가시범위의 적어도 4개의 위성
에서 나오는 포지셔닝 신호의 전파 시간으로부터 계산될 수 있다.

하나의 GPS 수신기는 내부적으로 생성된 의

사난수 코드 (pseudorandom code: PRN) 시이퀀스와 각각의 GPS 위성으로부터 수신된 의사난수 코드 시이퀀스와
의 상호관계에 기초하여 거리 계산을 한다.

상기 계산된 거리는 위성의 클럭과 GPS 수신기의 클럭 사이에 시간

차이, 또는 오프셋(offset)이 있기때문에 의사거리(pseudorange)로 지칭된다.
송신과 GPS

위성의 의사난수코드 시이퀀스

수신기에 의한 상기 의사난수코드 시이퀀스 사이의 경과시간을 정확하게 측정하기 위해서는 상기

수신기의 클럭이 위성군(satellite constellation)의 클럭과 동기가 보장될 필요가 있다.

타이밍 정보와, 위성

궤도 정보와 위성 클럭 보정 항(term)을 포함하는 내비게이션 메시지가 각 위성으로부터 또한 전송된다.

3차원

적인 포지셔닝을 위해서, GPS 수신기는 4개의 미지수 위치(x, y, z)와 시간(t)를 결정하기 위해 4개의 위성 신
호가 필요하다.

2차원(2-D)적인 포지셔닝을 위해서는, 고도가 고정되고, 3개의 미지수인 위치(x, y)와 시간

(t)을 결정하기 위해 3개의 위성 신호가 필요하다.

종래의 코드-기반 GPS 위치 솔루션은 적어도 4개의 시야의

위성에 의해 대략 10 내지 20 m 의 정확도로 3차원(3-D) 절대 위치 결정을 할 수 있는 능력을 GPS 수신기에 제
공한다.
[0005]

이러한 종래의 코드-기반 GPS 위치 솔루션은 레퍼런스 수신기로부터의 디퍼렌셜 보정데이터 없이, 위치, 속도
및 시간을 결정할 수 있는 자치 솔루션(autonomous solution)이다.

그러므로 당해 기술분야에서 "단일점" 위치

결정이라고 알려지게 되었다.
[0006]

종래의 코드-기반 디퍼렌셜(differential) GPS(상대적 포지셔닝)

[0007]

상비된 정확한 원자 시간축(timebase)을 가지고, GPS군은 하나의 GPS 수신기에 대략 10 내지 20 m 정확도의 3차
원 절대 위치 결정을 제공할 수 있을 뿐이다.

이는 다음 6가지의 주요 오차 발생원 즉: (1) 전리층 지연, (2)

대류권 지연, (3) 위성 성력오차(ephemeris error), (4) 위성 클럭 오차, (5) GPS 수신기 노이즈, (6) 다중경
로 등으로부터의 포지셔닝 신호의 멸실 때문이다.
때 생기는 가변적인 시간 지연이다.
지연이다.

전리층 지연은 전자기파가 전리층의 이온입자 대역을 통과할

대류권 지연은 전자기파가 하부 대기권의 습기를 통과할 때 생기는 시간

위성 성력오차는 실제 위성 위치와, 위성 궤도 데이터에 의해서 추정된 위치 사이의 차이이다.

신기 노이즈는 GSP 수신기의 내부 전자부품에 의해서 발생된 노이즈이다.
하여, 국지적인 신호반사에 의해서 야기된 신호지연이다.
(즉, 수십 km)에 걸쳐 공간적으로 상호연관된다.
관측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수

다중경로는, GPS 수신기에 아주 근접

이들 대부분의 오차 발생원은 상대적으로 짧은 거리

이것은 서로 근접한 2개의 다른 GPS 수신기가 동일한 오차를

그러므로 "디퍼렌셜 보정(differential correction)"이라는 기술을 사용하여

공간적으로 상호연관된 오차를 개선할 수 있다.
신호에 대한 상정한 의사거리를 계산한다.

잘 알려진 위치에 배치된 레퍼런스 수신기는 검출하는 각 위성

다음에 GPS 위성으로부터 수신 의사거리를 측정하고 수신 의사거리

로부터 상기 상정한 의사거리를 감산하여 각 가시범위의 위성에 대한 디퍼렌셜 거리 보정을 한다.
레퍼런스 수신기는 이들 보정을 디지털 데이터로 RF 데이터 링크를 경유해서 GPS 수신기로 보낸다.

다음에 상기
그 다음에

GPS 수신기는 위치 솔루션을 계산하기 전에 측정한(레퍼런스 수신기에 대한 시야의 동일한 위성들의) 의사거리
에 이들 보정치를 더한다.
된다.

레퍼런스 수신기와 GPS 수신기 모두에 공통인 오차는 이 절차에 의해서 완전히 제거

가중경로와 노이즈와 같이 상호 연관되지 않은 오차 발생원은 의사거리에 잔존하며 결과적으로 위치 정

확도를 저하시킨다.

낮은 다중경로 환경에서는 수미터의 위치 정확도가 코드-기반 디퍼렌셜 GPS 보정에 의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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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될 수 있다.
[0008]

종래의 캐리어-기반 디퍼렌셜 GPS(상대적 포지셔닝)

[0009]

종래의 캐리어-기반 디퍼렌셜 GPS(CDGPS)는, 레퍼런스 수신기와 사용자 수신기에서 측정된 상기 위성의 캐리어
위상 사이의 차이를 사용하여, 레퍼런스 위치와 사용자 위치 사이의 차이를 산출한다.

잘 알려진 위치에 설치

된 CDGPS 레퍼런스 수신기는 가시범위내의 모든 위성에 대해 동시 캐리어 위상 측정치를 산출한 다음, 캐리어
위상 데이터를 RF 데이터 링크를 경유해서 상기 사용자 수신기에 브로드캐스트한다.

또한 사용자 수신기는 시

야의 모든 위성에 대해서 동시 위상 측정치를 산출하고, 그 후에 레퍼런스 수신기에 대한 사용자 수신기의 위치
를 결정하기 위하여 위상차를 계산한다.

상기 캐리어 위상 측정치는 GPS 위성으로부터의 캐리어 주파수에 존재

하는 도플러 주파수 편이에 기초한 실행 사이클 카운트이다.

각 시기(epoch)에, 이 실행 사이클 카운트(이전

시기의 값에 현재 시기 동안의 위상의 선행을 더함)는 상기 수신기로부터 이용 가능하다.

더욱 상세하게는, 한

시기 동안의 캐리어 위상의 선행은 상기 시기의 사이에 캐리어 도플러 오프셋의 통합 즉 통합 캐리어 위상
(Integrated Carrier Phase: ICP)에 의해 결정된다.
[0010]

사용자 수신기는 소량의 위상과 캐리어의 임의의 전체 사이클 수의 합을 측정할 수 있으나, 직접적으로 상기 의
사거리의 전체 사이클의 정확한 수를 결정할 수는 없다.
단에 의해서 결정되어야 한다.

캐리어 위상 정수 모호성을 해결하는 전통적인 방법은 3개의 대분류: 탐색방법,

필터링방법, 및 기하학적방법으로 귀결된다.
주지는 않는다.

"정수 사이클 모호성"으로 알려진 이 숫자는 다른 수

이들 전통적인 방법들은 즉시성의 정수 사이클 모호성 해결책을

"와이드-레이닝(wide-laning)"으로 알려진 기술이 상기 비즉시성의 정수 사이클 모호성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개발되었다.

와이드-레이닝은 2개의 캐리어 주파수(전통적으로 GPS L1과 L2)를 곱하고 필터링

하여 비트 주파수 신호(beat frequency signal)를 구성한다.
파장보다 훨씬 길다.

이 비트 주파수 파장은 상기 2개의 개별 캐리어의

결과적으로, 상기 정수의 결정은 상기 비트 주파수 신호에 의해서 구성된 더 넓은 "레인

들(lanes)"을 갖는 정수 모호성을 해결하기 위해 의사거리 관측을 사용하여 달성될 수 있다.
[0011]

CDGPS 방법에 대한 주요 제약은, 첫째로 RF 데이터 링크의 무결성과 지연이고, 둘째로, 사용자 수신기에서 시간
결정이 안된다는 것이다.

상기 RF 데이터 링크의 데이터 대역폭은 디퍼렌셜 데이터 갱신속도(update rates)를

제한하여, 데이터 지연을 초래하고 위치 정확도를 저하시킨다.

이들은 그 결과 상기 정수 모호성을 해결하기

위해 탐색되어야 하는 정수의 볼륨을 크게 감소시킨다.
[0012]

물리적 장애와 다중경로에 의해서 야기된 디퍼렌셜 데이터의 불량한 수신은 테이터 멸실을 초래하여, 최선의 경
우 위치 정확도를 저하시키고, 최악의 경우 전체 링크의 장애와 위치 갱신이 되지 않는 결과를 낳는다.

[0013]

CDGPS의 두번째 결점은 시간 결정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0014]

종래의 단일점 위치 결정 솔루션은 4개의 미지의 위치(x, y, z)와 시간(t)에 대해 해결책을 제공한다.

CDGPS는

"이중차(double difference)"라고 하는 프로세스를 사용하는데, 이것은 레퍼런스 수신기와 사용자 수신기 모두
에 대해서 수신기 클럭 항(terms)을 제거한다.

그러므로 사용자 수신기는 러퍼런스 수신기 위치에 대해서 정확

한 위치를 결정할 수 있으나, 시간을 결정할 수는 없다.
지 않다.

사용자가 단지 위치에만 관심이 있다면 이것은 중요하

그러나, 정확한 시스템 시간축에 대한 정밀한 지식은 컴퓨터 네트워크와 통신시스템을 포함하는 많은

사용자 애플케이션에 아주 유익하다.

시간 결정을 할 수 없다는 것은 CDGPS 종래 시스템과 관련된 주된 문제점

이다.
[0015]
[0016]

의사위성 보강(pseudolite Augmentation)
GPS 위치 결정을 보조하는데 사용된 또 다른 접근은 의사위성(pseudolite)과 같은 지상보강시스템(Ground-based
Augmentation System)이다.

의사위성은 어떤 추가적인 하부구조 요구사항 없이 종래의 코드 및 캐리어-기반 디

퍼렌셜 GPS 시스템(Conventional Code and Carrier-based Diffferential GPS System)에 병합될 수 있다.
[0017]

그것들은 추가적인 거리 신호(ranging signal), 및 사용자 기기에 디퍼렌셜 보정치를 보내는 RF 데이터 링크로
서도 사용될 수 있다.

또한, 의사위성은 GPS 시간축에 동기화 될 수 있다.

GPS 수신기는 적어도 4개의 GPS 위

성을 사용하는 종래의 코드-기반 GPS 솔루션으로부터 GPS 시간을 결정하고, 그 결정된 시간을 함께 위치된(colocated) 의사위성 전송기에 전달한다.

상기 GPS 시간축의 정확도는, 전리층 및 대류권 지연, 위성 클럭 오차,

위성 위치 오차, 수신기 노이즈, 및 다중경로를 포함하는 GPS 오차 발생원인에 의해서 제한된다.

대략 50 내지

100ns의 시간 정확도가 GPS 시간축 방법에 의해서 달성될 수 있지만, 이것은 겨우 수십 미터 차수의 위치 정확
도로 해석된다.

이 정확도는 정밀 내비게이션 시스템을 위해서는 너무나 조잡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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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18]

Omni-marker 의사위성을 사용하는 캐리어-기반 디퍼렌셜 GPS

[0019]

코헨의 미국 특허 제 5,583,513호 발명 "정밀한 코드-기반 및 캐리어 위상 위치 결정을 생성하는 시스템 및 방
법"에는, 소위 "옴니-마커(omni-marker)" 의사위성이, 디퍼렌셜 거리 보정을 하는 위치 수신기에, 정보를 중계
하는 채널로서 기능하는 디퍼렌셜 보정 방법이 개시되어 있다(6 칼럼, 43행 내지 46행).

상기 옴니-마커 의사

위성은 은유적 거울(metaphorical mirror)로서 설명될 수 있는데, 그에 의해서 GPS 위성 신호는 이미 알고 있는
옴니-마커 의사위성 위치로부터 상기 위치 수신기로 동위상으로 반사된다.

그리하여, 상기 비이콘 마커 신호들

각각의 발신 캐리어 및 PRN 코드 성분은 GPS 신호의 수신 대응 성분에 대해 정확하게 위상 일치한다(6칼럼, 28
행 내지 32행).

공중을 비행하는 비행기에 위치한 위치 수신기는 GPS 위성으로부터 위치결정 신호를 수신하고,

또한, omni-marker 의사위성으로부터 "반사된" GPS 위치결정 신호를 수신하여, 그 후 디퍼렌셜 거리 측정치를
계산한다.
[0020]

코헨의 디퍼렌셜 방법은, 종래의 코드 및 캐리어-기반 디퍼렌셜 시스템에 의해 요구되는 것과 같은 전통적인 디
지털 데이터 링크의 필요성을 제거한다.

그러나, 옴니-마커 위치 수신기는 디퍼렌셜 거리 측정치를 계산하기

위해 여전히 GPS 위성 및 옴니-마커 신호 모두를 수신해야만 한다.
할 수 없을 것이다.

야하므로, 상기 옴니-마커는 복잡하고 고가로 된다.
신을 요구한다.

옴니-마커 신호만 수신해서는 위치계산을

또한, 옴니-마커는 시야의 GPS 위성에 대한 개별적인 캐리어-PRN 성분을 생성하여 송신해
현재, 이것은 단일 옴니-마커로부터 12개 이상의 개별 송

또한, 옴니-마커 위치 수신기는 종래의 디퍼렌셜 GPS 수신기의 수신채널의 2배를 요구하므로

비용과 복잡도를 가중한다.
[0021]

"그라운드 트랜스시버" 수도라이트를 이용한 미분 범위 측정

[0022]

"그라운드 트랜스시버의 네트워크"이라는 명칭을 갖는, 셰인블랫(Sheynblat)의 미국특허 제6,121,928호는 미분
정정 방법을 설명하는데, 이 방법에 의하면 소위 "그라운드 전송기" 및 "그라운드 트랜스시버" 수도라이트
(pseudolite)의 네트워크는 사용자 위치의 미분적 결정을 위해 위치 수신기로 정보를 릴레이하는 채널로서 기능
한다(칼럼 5, 라인 31 내지 36). 셰인블랫은 마스터 클럭 바이어스를 극복하고(칼럼 5, 라인 23 내지 36), 그라
운드 트랜스시버 하드웨어에 의해 도입된 라인 바이어스를 극복하기 위한(칼럼 5, 라인 38 내지 67 및 칼럼 6,
라인 1 내지 23) 미분적 정정의 사용을 가르친다. 셰인블랫의 미분적 방법론과 실시예는 다음을 포함한다: (i)
그라운드 전송기 신호와 그라운드 트랜스시버 신호를 구별짓는 사용자 수신기(칼럼 5, 라인 31 내지 36, 및 청
구항 2), (ii) 그라운드 트랜스시버와 다수의 마스터 그라운드 전송기 신호를 구별짓는 사용자 수신기(칼럼 6,
라인 25 내지 67, 칼럼 7, 라인 1 내지 33), 및 (iii) 위성 신호와 구별지워진 신호들을 통합하고 있는 그라운
드 트랜스시버 신호를 구별짓는 사용자 수신기(칼럼 7, 라인 34 내지 67, 칼럼 8, 라인 1 내지 34). 셰인블랫의
특허는 미분적 방법론의 도래를 가르치나, 그라운드 트랜스시버의 네트워크로부터 유동 위치 수신기에 있는 단
일점 위치 솔루션을 생산하는 매우 바람직한 시스템을 가르치지도, 도시하지도, 또는 시사하지도 않는다.

[0023]

종래 기술의 시스템은 도착시간 위치 결정에 있어서, (a) 전송기 비이콘 사이의 물리적 연결; (b) 각 전송기의
원자 시간 표준기; (c) GPS 시간축에의 동기화; 또는 (d) 임의 형태의 디퍼렌셜 보정 중 적어도 하나를 요구한
다.

이들 제약사항들 중 어떤 것도 없이 아주 정확한 도착시간 위치 결정 신호를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매

우 바람직하다.
[0024]

본 발명은, 하기에 설명된 바와 같이, 트랜시버(이하, 포지셔닝-유닛 장치(Positioning-Unit Devices: PUD)라
함) 시스템을 시간적으로 동기화시키므로써 이 바람직한 목표를 달성한다.

발명의 내용
해결 하고자하는 과제
[0025]
[0026]

발명의 목적
본 발명의 목적은, PUD 사이에 물리적인 상호접속의 필요없이 정밀한 코드 및 캐리어 위상 위치 결정을 하는 포
지셔닝 시스템 및 방법을 제공하는 것이다.

[0027]

본 발명의 추가적인 목적은, 원자 시간 표준기 없이 정밀한 코드 및 캐리어 위상 위치 결정을 하는 포지셔닝 시
스템 및 방법을 제공하는 것이다.

[0028]

본 발명의 추가적인 목적은, 위성항법시스템(Global Navigation Satellite System: GNSS) 시간축의 필요없이
코드 및 캐리어 위상 위치 결정을 하는 포지셔닝 시스템 및 방법을 제공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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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29]

본 발명의 또 다른 목적은, 디퍼렌셜 보정기술의 필요없이 코드 및 캐리어 위상 위치 결정을 하는 포지셔닝 시
스템 및 방법을 제공하는 것이다.

[0030]

본 발명의 추가적인 목적은, PUD를 시스템 시간축에 시간적으로 동기화시키는 것이며, 상기 시스템 시간축은 반
드시 절대 정확도를 가질 필요는 없다.

[0031]

본 발명의 추가적인 목적은, 지리적으로 분산된 PUD를 통해서 레퍼런스 시간축을 전파하는 것이다.

[0032]

본 발명의 추가적인 목적은, 일단 정수 사이클 모호성이 해결되면, 단일점 캐리어 위상 위치 결정 솔루션이 디
퍼렌셜 보정없이 결정될 수 있도록, 로빙(roving) 위치 수신기에 시간적으로 동기하는 캐리어 위상 의사거리를
제공하는 것이다.

[0033]

본 발명의 추가적인 목적은, 정밀한 네트워크 시간전송 정보를 로빙 위치 수신기에 제공하는 것이다.

과제 해결수단
[0034]

발명의 요약

[0035]

본 발명은 하나 이상의 기준 전송기에 의해 전송되어 수신된 기준 포지셔닝 신호와 포지셔닝 장치에 의해 생성
된 고유 포지셔닝 신호 사이의 주파수 코히런스(coherence)를 생성하는 방법 및 시스템을 제공한다.

포지셔닝

유닛 장치는 기준 전송기, 다른 포지셔닝 유닛 장치 또는 양자로부터 기준 포지셔닝 신호를 수신하여 해석할 수
있는 특화된 트랜시버이다.

포지셔닝 유닛 장치는 공통 오실레이터를 포함한다.

포지셔닝 유닛 장치는 기준

포지셔닝 신호를 수신하고 공통 오실레이터에 대한 상기 수신된 기준 포지셔닝 신호의 주파수 오프셋을 측정한
다.

일단 주파수 오프셋이 측정되면, 포지셔닝 유닛 장치는 상기 측정된 주파수 오프셋으로부터 도출된 양에

의해 주파수 조종 클럭을 조정한다.
주파수 조종 클럭과 정렬된다.

포지셔닝 유닛 장치는 그 다음에 고유 포지셔닝 신호를 생성하며, 이것은

또한, 포지셔닝 유닛 장치는 상기 측정된 주파수 오프셋을 상기 공통 오실레이

터에 기준을 둔 상기 주파수 조종 클럭에 적용함으로써 상기 고유 포지셔닝 신호를 연속적으로 조정하고, 이것
은 포지셔닝 유닛 장치 내에 포함된 공통 오실레이터로도 지칭된다. 그 후, 조정된 고유 포지셔닝 신호의 주파
수는 상기 수신된 기준 포지셔닝 신호의 주파수와 일치된다.
[0036]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서, 주파수 조종 클럭은 상기 측정된 주파수 오프셋과 동등한 양에 의해 조정된다.

[0037]

본 발명의 또 다른 바람직한 실시예에서, 상기 조정된 고유 포지셔닝 신호는 전송된다.

[0038]

본 발명의 또 다른 바람직한 실시예에서, 상기 주파수 조종 클럭은 추가적인 주파수 오프셋을 상기 소정의 시간
동안 상기 고유 포지셔닝 신호의 타임 슬루(time slew)에 적용함으로써 상기 주파수 조종 클럭을 조정하는 수단
을 포함한다.

[0039]

본 발명의 대안적인 실시예에서, 상기 기준 전송기는 포지셔닝-유닛 장치, 광역보강시스템 위성, 광역항법시스
템 위성, 의사위성, 또는 시간 정보를 포함하는 다른 장치를 포함한다.

효 과
[0040]

본 발명에 의하면 하나 이상의 기준 전송기에 의해 전송되어 수신된 기준 포지셔닝 신호와 포지셔닝 장치에 의
해 생성된 고유 포지셔닝 신호 사이의 주파수 코히런스(coherence)를 생성하는 방법 및 시스템이 제공된다.

발명의 실시를 위한 구체적인 내용
[0041]
[0042]

개관(overview)
포지셔닝-유닛 장치는 전용 트랜시버이며, 이것은 알려진 위치에 위치되어 적어도 하나의 기준 전송기로부터 적
어도 하나의 기준 포지셔닝 신호를 수신한다. 바람직하게는, 기준 전송기는 다른 포지셔닝-유닛 장치이거나 또
는 WAAS 위성이다. 수신된 기준 포지셔닝 신호에 응답하여, 포지셔닝-유닛 장치는 내부적으로 발생된 포지셔닝
신호를 기준 전송기 시간축에 시간순으로 동기화하며, 자신의 고유 포지셔닝 신호를 시야에 있는 다른 모든 위
치 수신기로 전송한다. 자치 위치 네트워크의 형성을 위한 최소한의 필요사항은 하나의 기준 전송기에 시간순으
로 동기화된 적어도 2개의 포지셔닝-유닛 장치이다. 이러한 자치 네트워크 내에 있는 모든 전송된 신호를 시야
에 두는 로빙 위치 수신기는 디퍼렌셜 보정의 필요없이 자치 코드 및 캐리어 단일점 위치 솔루션을 결정할 수
있다. 추가로, 기준 전송기 발진기는 종래의 기술을 이용하는 시스템과는 달리 원자 시간 표준기의 내재적 안정
성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그리하여 비싸지 않은 수정 발진기가 전체 위치 네트워크를 위한 기준 시간축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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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될 수 있게 한다.
[0043]

그리하여, 아래에서 설명되는 바와 같이, 포지셔닝-유닛 장치는 시간순으로 동기화된 포지셔닝 신호를 로빙 위
치 수신기에 분배하는 은유적 "채널"로서 기능할 수 있다. 이것은 로빙 위치 수신기가 포지셔닝-유닛 장치들간
의 물리적 연결에 대한 필요 없이, 원자 시간 표준기나 GNSS 시간축을 필요로 하지 않고서, 그리고 디퍼렌셜 보
정을 필요로 하지 않고서 코드 및 캐리어-기반 단일점 위치 결정을 둘다 계산할 수 있게 한다.

[0044]

시스템 및 방법

[0045]

도 1은 코드 및 캐리어-기반 단일점 위치 계산을 이용하여 정밀한 위치 결정을 생성하는 포지셔닝 시스템에 대
한 하나의 구성이다. 복수의 포지셔닝-유닛 장치(101-1 및 101-2)는 기준 좌표 시스템에 대해서 알려진 위치에
위치되며, 적어도 하나의 기준 전송기(103)에 의해 브로드캐스트 되는 적어도 하나의 기준 포지셔닝 신호(102)
를 각각 수신하는데, 상기 적어도 하나의 기준 전송기는 기준 좌표 시스템에 대해서 알려진 위치에 또한 위치된
다. 수신된 기준 포지셔닝 신호(102)에 응답하여, 포지셔닝-유닛 장치(101-1 및 101-2)는 하나 이상의 고유 포
지셔닝 신호(104-1 및 104-2)를 전송하며, 이것은 기준 전송기(103)에 시간순으로 동기화된다. 장치들(101-1,
101-2, 103)의 네트워크내에 위치한 로빙 위치 수신기(105)는 기준 전송기(103)로부터 기준 포지셔닝 신호(10
2)를 수신하고, 포지셔닝-유닛 장치(101-1 및 101-2)로부터 고유 포지셔닝 신호(104-1 및 104-2)를 수신하며,
시간순으로 동기화된 포지셔닝 신호의 네트워크로부터 코드 및 캐리어-기반 단일점 위치 결정을 자치적으로 계
산한다.

[0046]

타임-로크(Tiem-Lock)

[0047]

타임-로크 된 포지셔닝-유닛 장치는 공통 시간순의 시간축에 동기되는데, 공통 시간순의 시간축은 임의의 값일
수 있으며 임의의 분산을 갖는다. 그러므로 수정 발진기와 같은 간단하면서도 비싸지 않은 임의의 클럭 소스가
기준 전송기에서 기준 클럭으로 충분할 것이다. 바람직한 실시예에서, 온도 보상된 수정 발진기(TCXO)나 그 보
다 더 좋은 것이 사용된다. 포지셔닝-유닛 장치는 먼저 기준 전송기 포지셔닝 신호를 획득하고, 기준 전송기의
알려진 좌표와 포지셔닝-유닛 장치의 알려진 좌표로부터 소위 비행시간 오프셋(time-of-flight offset)을 계산
한다.

비행시간 오프셋은 기준 전송기로부터 포지셔닝-유닛 장치로 이동하는 동안 기준 포지셔닝 신호에 의해

경험된 전파 시간 지연을 고려한다. 자유 공간에서, 전자기파는 매 3 나노초당 약 1 미터를 나아간다.
다음으로, 포지셔닝-유닛 장치는 비행시간 오프셋을 내부적으로 생성된 포지셔닝 신호에 인가하며, 이 포지셔닝
신호를 착신 기준 포지셔닝 신호에 정렬시키고, 그리하여 내부적으로 생성된 포지셔닝 신호를 기준 전송기와 시
간순으로 정렬시킨다.

구체적으로, 타임-로크는 포지셔닝-유닛 장치들의 내부적으로 생성된 포지셔닝 신호가

착신 기준 포지셔닝 신호와 주파수 통일성을 갖고, 기준 전송기 시간축과 시간순 통일성을 가질 때 성취된다.
[0048]

기준 포지셔닝 신호는 기준 전송기로부터 라디오 주파수(RF) 캐리어를 통해 전송된다. 기준 포지셔닝 신호는 임
의의 유효한 시간 소스로부터 생성될 수 있으며, 이 소스는 포지셔닝-유닛 장치, 광역보강시스템(WAAS) 위성,
위성항법 시스템(GNSS) 위성, 의사위성(Pseudolites), 또는 유효한 소스들의 임의의 조합을 포함할 수 있다.
도 2를 참조하면, 기준 전송기(202)로부터 알려진 거리에 위치한 포지셔닝-유닛 장치(201)는 기준 전송기(202)
에 의해 전송된 기준 포지셔닝 신호(203)를 수신한다. 기준 포지셔닝 신호(203)는 캐리어 성분, 의사난수
(pseudo-random) 코드 성분, 및 데이터 성분을 갖는다.

포지셔닝-유닛 장치(201)는 위치 수신기(204)와 같은

장소에 배치된 전송기(205)를 통합한다. 위치 수신기(204)는 시야에 있는 모든 기준 포지셔닝 신호(203)로부터
포지셔닝 신호를 수신할 수 있으며, 같은 장소에 배치된 전송기(205)로부터 포지셔닝 신호를 또한 수신할 수 있
다. 수신된 기준 포지셔닝 신호(203)에 응답하여, 포지셔닝-유닛 장치(201)은 자신의 전송기(205)로부터 소위
슬레이브 포지셔닝 신호(206)를 전송하는데, 이것은 포지셔닝-유닛 장치 위치 수신기(204)에 의해 수신된다.
슬레이브 포지셔닝 신호(206)는 캐리어 성분, 의사난수 코드 성분, 및 데이터 성분을 갖는다. 포지셔닝-유닛 장
치 위치 수신기(204)는 기준 전송기(202)로부터 기준 포지셔닝 신호(203)를, 같은 장소에 배치된 전송기(205)로
부터 슬레이브 포지셔닝 신호(206)를 수신하고 동시에 샘플링한다.

이후 전송 시간차가 수신된 기준 포지셔닝

신호(203)와 수신된 슬레이브 포지셔닝 신호(206) 사이에서 계산된다.

전송 시간차는 바람직한 실시예에서 이

용되는 바와 같이, 다음에 의해서 결정된다:
[0049]

(a) 기준 포지셔닝 신호(203)와 슬레이브 포지셔닝 신호(206)의 캐리어 성분으로부터 결정된 통합 캐리어 위상
(ICP) 측정치들을 비교하여 캐리어 주파수차를 결정함.

[0050]

*(b) 기준 포지셔닝 신호(203)와 슬레이브 포지셔닝 신호(206)로부터 내비게이션 데이터 성분을 복조하고 비교
하여 대략의 전송 시간차를 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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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51]

(c) 기준 포지셔닝 신호(203)와 슬레이브 포지셔닝 신호(206)의 의사난수 코드 성분으로부터 결정된 의사거리
측정치들을 비교하여 코드 의사거리 차이를 결정함.

[0052]

(d) 기준 포지셔닝 신호(203)와 슬레이브 포지셔닝 신호(206)의 캐리어 성분으로부터 결정된 순간 캐리어 위상
측정치들을 비교하여 캐리어 위상차를 결정함.

[0053]

슬레이브 포지셔닝 신호(206)의 기준 전송기(202) 시간축에 대한 정밀한 시간 동기를 위해서는, 기준 전송기 안
테나(207)와 포지셔닝-유닛 장치 위치 수신기 안테나(208) 사이의 신호 전파 지연이 설명되어야만 한다. 기준
전송기 안테나(207)에서 포지셔닝-유닛 장치 위치 수신기 안테나(208)까지의 알려진 미터 단위의 기하학적인 거
리는 다음 공식에 의해 신호 비행시간으로 변환될 수 있다: 비행시간=거리/광속. 포지셔닝-유닛 장치(201)는 조
종된 전송기 클럭(210)을 통합하며, 이것은 포지셔닝-유닛 장치 CPU(211)에 의해 주파수가 조정될 수 있다. 조
종된 전송기 클럭(210)에 대한 보정은 포지셔닝-유닛 장치 수신기(204)에 의해 측정된, 기준 포지셔닝 신호
(203)와 슬레이브 포지셔닝 신호(206)간의 시간차 및 기준 포지셔닝 신호 비행시간(209)에 의한 오프셋으로부터
포지셔닝-유닛 장치 CPU(211)에 의해 결정된다.

이것은 슬레이브 포지셔닝 신호(206)를 기준 전송기(202) 시간

축과의 시간순으로 동기되게 만든다.
[0054]

수신된 기준 포지셔닝 신호(203)를 슬레이브 포지셔닝 신호(206)와 구별짓는 처리는 포지셔닝-유닛 장치 위치
수신기 클럭 항을 제거하며, 그리하여 포지셔닝-유닛 장치(201)가 로컬 포지셔닝-유닛 장치 발진기(212)에 의해
야기된 임의의 클럭 바이어스 없이 기준 전송기(202)를 따르도록 만든다. 또한, 동일한 위치 수신기(204)의 2개
의 채널을 구별짓는 것은 위치 수신기 전자제품들에 의해 야기된 임의의 라인 바이어스나 그룹 지연을
제거한다.

[0055]

포지셔닝-유닛 장치의 제어 상태

[0056]

바람직한 실시예에서, 다음의 제어 상태를 이용하는 기준 전송기에 대한 포지셔닝-유닛 장치 타임-로크:

[0057]

상태 0: 리셋

[0058]

모든 하드웨어를 리셋

[0059]

상태 1: 기준을 획득

[0060]

포지셔닝-유닛 장치 CPU(211)는 포지셔닝-유닛 장치 위치 수신기(204)에 의해 기준 포지셔닝 신호(203)에 대한
탐색을 개시한다.

[0061]

상태 2: 기준에 대한 로크

[0062]

포지셔닝-유닛 장치 위치 수신기(204)는 기준 포지셔닝 신호(203)와 기준 전송기(202) 위치를 획득하고, 시간은
포지셔닝-유닛 장치 CPU(211)에 의해 내비게이션 데이터로부터 복조된다.

[0063]

상태 3: 슬레이브를 동기화

[0064]

포지셔닝-유닛 장치 CPU(211)는 기준 포지셔닝 신호 내비게이션 데이터 성분과의 대략의 시간 정렬을 감안하기
위해서 대기함.

[0065]

상태 4: 슬레이브를 초기화

[0066]

포지셔닝-유닛 장치 CPU(211)는 특별한 이 포지셔닝-유닛 장치(201)에 대한 적절하고 고유한 PRN 코드 시퀀스를
결정하며, 이 PRN 코드 시퀀스를 포지셔닝-유닛 장치 전송기(205)에 할당한다. 기준 포지셔닝 신호(203)에 대한
현재 주파수 오프셋(포지셔닝-유닛 장치 발진기(212)에 대해 상대적인)은 포지셔닝-유닛 장치 CPU(211)에 의해
서 포지셔닝-유닛 장치의 조종된 전송기 클럭(210)에 또한 할당된다.

이것은 기준 포지셔닝 신호(203)의 주파

수와 대략 동일한 주파수로 포지셔닝-유닛 장치 전송기(205)를 초기화하는 기능을 한다. 포지셔닝-유닛 장치
CPU(211)는 결정된 PRN 시퀀스를 포지셔닝-유닛 장치 위치 수신기(204)에 있는 자유 수신기 채널에 또한 할당한
다.

수신기 채널은 포지셔닝-유닛 장치 위치 수신기(204)에 의한 슬레이브 포지셔닝 신호(206)의 획득을 돕기

위해서, 포지셔닝-유닛 장치 전송기(205)와 동일한 주파수 오프셋 및 의사난수 코드 위상 값으로 초기화된다.
포지셔닝-유닛 장치는 이후 슬레이브 포지셔닝 신호(206)의 전송을 개시한다.
[0067]

상태 5: 슬레이브를 획득

[0068]

포지셔닝-유닛 장치 위치 수신기(204)는 슬레이브 포지셔닝 신호(206)에 대한 탐색을 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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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69]

상태 6: 슬레이브에 대한 로크

[0070]

포지셔닝-유닛 장치 위치 수신기(204)는 슬레이브 포지셔닝 신호(206)를 획득하며, 대략의 슬레이브 시간이 자
신의 내비게이션 데이터 성분으고부터 복조된다.

[0071]
[0072]

*상태 7: 기준/슬레이브 주파수 로크
기준 포지셔닝 신호(203)와 슬레이브 포지셔닝 신호(206)에 대한 동시적인 통합 캐리어 위상(ICP) 측정치들은
초기화되고(0으로 됨) 포지셔닝-유닛 장치 위치 수신기(204)에 의해 디퍼렌셜 된다. 이 디퍼렌셜 된 값은 기준
포지셔닝 신호(203)와 슬레이브 포지셔닝 신호(206)간의 주파수 및 위상 차이를 나타낸다. 포지셔닝-유닛 장치
CPU(211) 내의 제어 루프는 계속적으로 포지셔닝-유닛 장치의 조종된 전송기 클럭(210)에 보정을 가하여 기준
포지셔닝 신호(203)와 슬레이브 포지셔닝 신호(206)간의 영(zero) ICP 차이를 유지하며, 그리하여 주파수 로크
를 유지한다.

[0073]

또는 포지셔닝-유닛 장치 위치 수신기(204)에 의해 측정된 바대로의, 수신된 기준 포지셔닝 신호 주파수 오프셋
값은 포지셔닝-유닛 장치의 조종된 전송기 클럭(210)에 직접 인가되어 소위 "주파수 트래킹 시스템"(FTS)을 생
성할 수 있다. 조종된 전송기 클럭(210)은 착신 기준 포지셔닝 신호(203)의 주파수 오프셋을 단순히 에뮬레이트
하며, 그리하여 주파수 로크를 유지한다. 이 방법은 포지셔닝-유닛 장치 발진기(212)가 위치 수신기(204)와 전
송기(205) 사이에서 공통이 될 것을 요구한다.

[0074]
[0075]

상태 8: 기준/슬레이브 코드-로크
일단 상태 7의 기준/슬레이브 주파수 로크가 성취되면, 기준 포지셔닝 신호(203)와 슬레이브 포지셔닝 신호
(206)간의 시간차는 정확하게 측정될 수 있고, 임의의 시간 바이어스는 제거될 수 있다. 기준/슬레이브 코드-로
크는 포지셔닝-유닛 장치의 조종된 전송기 클럭(210)이 필요한 시간만큼 슬루(slew)되어 기준 및 슬레이브 포지
셔닝 신호가 PRN 코드 정렬이 되게 할 때 성취된다.

비행시간 값(209)은 측정된 기준-슬레이브 시간차를 상쇄

하여 기준 신호 전파 지연의 효과를 제거하기 위해 사용되며, 계산된 시간차는 이후 포지셔닝-유닛 장치의 조종
된 전송기 클럭(210)에 대한 클럭 보정으로 인가된다.

클럭 보정은 주파수 트래킹 시스템(FTS)을 채용하고 소

정의 시간 주기를 위해 추가적인 주파수 오프셋을 조종된 전송기 클럭(210)에 인가함으로써 성취된다.

이 추가

적인 주파수 오프셋은 슬레이브 포지셔닝 신호(206)로 하여금 그것이 기준 전송기(202) 시간축과 시간 통일이
될 때까지 시간 상에서 슬루되도록 한다.
다.

일단 이 시간 슬루가 완료되면, 제어 루프는 재-종사(re-engaged)된

또는 코드-로크는 주파수 로크를 유지하면서 포지셔닝-유닛 장치 전송기(205) PRN 코드 생성기를 필요한

코드 위상 양(칩) 만큼 슬루함으로써 성취될 수 있다.
[0076]

코드-로크는 PRN 코드 정확도에 기초하는데, 이것은 본래부터 노이즈가 타 있다. 바람직한 실시예에서, 정적 포
지셔닝-유닛 장치는 PRN 코드 노이즈를 서브 캐리어 사이클 수준으로 필터링한다.

[0077]

상태 9: 기준/슬레이브 위상 로크

[0078]

일단 상태 7 기준/슬레이브 주파수 로크와 상태 8 기준/슬레이브 코드-로크가 성취되면, 보정되어야만 하는 2개
의 시간 에러는 여전히 남는다: (1) 180도 위상 모호성 및 (2) 비행시간 위상 오프셋

[0079]

(1) 180도 위상 모호성 보정: 데이터는 "코스타스(Costas) 루프"로 잘 알려진 종래 기술의 특수한 위상-로크-루
프를 이용하여 PRN 코드 포지셔닝 신호로부터 복조된다.

코스타스 루프 기술은 본래부터 180도 위상 모호성을

통합하고 있으며, 그러므로 하프 사이클 모호성으로 포지셔닝 신호를 획득하고 트래킹할 수 있다.

이러한 하프

사이클 모호성은 2.4GHz에서 약 200 피코초 시간 오프셋을 나타낸다. 코스타스 루프 모호성은 위치 네트워크 내
에 있는 전송기들에 의해 내비게이션 데이터 성분에서 전송된, 일반적으로 프리앰블이라 불리는, 소정의 데이터
비트 시퀀스에 대한 참조에 의해 해결될 수 있다. 코스타스 루프 모호성이 해결될 때, 임의의 고정된 위상차는
주파수-로크된 기준 및 슬레이브 포지셔닝 신호의 위치 수신기 위상 레지스터들 간에서 명백해진다.

이러한 임

의의 위상 오프셋은 슬레이브 포지셔닝 신호의 임의의 위상 때문이며, 다음의 단계 (2)에서 조정된다.
[0080]

(2) 비행시간 위상 오프셋 보정: 부분(fractional)-사이클 비행시간 위상 오프셋은 기준 전송기 안테나(207)와
포지셔닝-유닛 장치 안테나(208)간의 기준 포지셔닝 신호 전파 지연 때문에 존재한다.

기준 전송기와 포지셔닝

-유닛 장치간의 기하학적 거리(209)는 전체 캐리어 사이클(정수 성분)(213)의 갯수 더하기 부분 캐리어 사이클
(부분 성분)(214)로서 표현될 수 있다.

비행시간 위상 오프셋은 기준 전송기 안테나(207)와 포지셔닝-유닛 장

치 안테나(208)간의 알려진 기하학적 거리로부터 계산된 부분 사이클의 양(214)이다.
상태 8 기준/슬레이브 코드-로크 제어 상태에서 보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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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드-로크 상태에서 보정되기에는 너무 미세하며, 그리하여 캐리어 위상 조정으로서 보정되어야만 한다. 주파스
트래킹 시스템(FTS)이 이용되며 포지셔닝-유닛 장치의 조종된 전송기 클럭(210)은 필요한 부분-사이클 양(위의
단계 (1)에서 결정된 현재 측정된 임의의 위상 값으로부터) 만큼 시간 슬루되어 새로이 결정된 비행시간 위상
값이 된다.

타임-로크-루프(TLL)는 이후 재사용된다. 포지셔닝-유닛 장치 안테나(208)로부터 방출된 포지셔닝-

유닛 장치 캐리어 위상 슬레이브 포지셔닝 신호(206)는 이제 기준 전송기 안테나(207)로부터 방출된 기준 전송
기(202) 캐리어 위상 포지셔닝 신호와 시간순으로 동기화된다.
[0081]
[0082]

상태 10: 기준/슬레이브 올 로크
전술한 모든 상태가 일단 성취되면, CPU(211)는 타임-로크를 선언하고 포지셔닝-유닛 장치(201)는 이제 완전히
동기화된 고유 포지셔닝 신호(215)의 전송을 시작한다.

포지셔닝-유닛 장치의 고유 포지셔닝 신호(215)는 이제

피코초의 정확도로서 기준 전송기(202) 시간축에 시간순으로 동기화되며, 이는 종래 기술의 능력을 실질적으로
넘어서는 능력이다.
[0083]

고유 포지셔닝 신호

[0084]

바람직한 실시예에서, 각각의 포지셔닝-유닛 장치 전송기는 고유 포지셔닝 신호를 전송하는데, 이것은 캐리어
성분, 의사난수 코드 성분 및 내비게이션 데이터 성분으로 구성된다. 캐리어 성분은 비록 본 발명이 다른 주파
수 대역에 동등하게 적용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바람직하게는 2.4GHz ISM 대역에서 전송된 정현 라디오 주파수
파이다.

의사난수 번호(PRN) 코드 성분은 캐리어 성분상에 변조되며, 동일 캐리어 주파수에서 다른 장치들에

의해 전송된 다른 의사난수 코드 시퀀스들 사이에서 구별될 수 있는 고유 코드 시퀀스로 구성된다.

이 기술은

코드 분할 다중 액세스(CDMA)로 알려져 있으며, 잘 알려진 종래 기술이다. 내비게이션 데이터 성분은 의사난수
코드 성분 상에 변조된 소유 정보이며, 통신 링크를 제공하여 내비게이션 정보를 포지셔닝-유닛 장치와 로빙 위
치 수신기로 전달한다.

내비게이션 정보는 네트워크 시간, 포지셔닝-유닛 장치 위치, 비유적인 "기준 클럭 혈

통" 정보, 및 다른 원하는 네트워크 데이터를 포함할 수 있다.
[0085]

타임-로크 구성

[0086]

타임-로크는 많은 상이한 구성으로 구현될 수 있다. 이들 구성은 다음을 포함한다:

[0087]

1. 단일 포지셔닝-유닛 장치에 브로드캐스트 하는 단일 기준 전송기

[0088]

*2. 복수의 포지셔닝-유닛 장치에 브로드캐스트 하는 단일 기준 전송기

[0089]

3. 중계 포지셔닝-유닛 장치를 통해 브로드캐스트 하는 하나 이상의 기준 전송기

[0090]

4. 하나 이상의 포지셔닝-유닛 장치로 브로드캐스트 하는 복수의 기준 전송기

[0091]

5. 포인트 위치 시간 동기화

[0092]

단일 포지셔닝-유닛 장치로 브로드캐스트 하는 단일 기준 전송기

[0093]

단일 기준 전송기가 포지셔닝-유닛 장치에 기준 포지셔닝 신호를 브로드캐스트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다. 도 2
는 알려진 위치에 위치한 포지셔닝-유닛 장치(201)와 역시 알려진 위치에 위치해 있는 기준 전송기(202)를 도시
하고 있다. 포지셔닝-유닛 장치(201)는 기준 전송기(202)에 의해 전송된 기준 포지셔닝 신호(203)와 포지셔닝유닛 장치(205)에 의해 전송된 슬레이브 포지셔닝 신호(206)를 수신한다. 수신된 기준 포지셔닝 신호(203)에 응
답하여, 포지셔닝-유닛 장치(201)는 기준 포지셔닝 신호 전파 지연(209)을 결정하고, 적절한 전송기 클럭 보정
을 인가하여, 내부적으로 생성된 슬레이브 포지셔닝 신호(206)의 캐리어 성분, 고유 PRN 코드 성분, 및 데이터
성분을, 기준 전송기 포지셔닝 신호(203)의 캐리어 성분, PRN 코드 성분, 및 데이터 성분에 시간순으로 동기화
시킨다.

이후 포지셔닝-유닛 장치는 고유 포지셔닝 신호(215)를 전송하는데, 이것은 기준 전송기(202) 시간축

에 시간순으로 동기화되어 있다.
[0094]

2개의 포지셔닝 신호는 로빙 위치 수신기의 위치 솔루션을 결정하는데는 충분하지 않다.

그러나, 만약 기준 전

송기가 WAAS 위성이면, 타임-로크 된 포지셔닝-유닛 장치 신호는 피코초 수준까지 GPS 시간과 동기화 될
것이며, 그리하여 종래의 코드-기반 GPS 솔루션에 대해 추가적인 정밀한 범위 소스로서 위치 수신기에 의해 사
용될 수 있다.
[0095]

복수의 포지셔닝-유닛 장치로 브로드캐스트 하는 단일 기준 전송기

[0096]

단일 기준 전송기는 복수의 포지셔닝-유닛 장치가 기준 전송기를 명확히 시야에 두고 있을 때 포지셔닝-유닛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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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들의 네트워크를 형성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다.
[0097]

도 3은 알려진 위치에 위치한 복수의 포지셔닝-유닛 장치(301-1 및 301-2)와 역시 알려진 위치에 위치한 기준
전송기(302)를 도시하고 있다. 포지셔닝-유닛 장치(301-1 및 301-2)는 기준 전송기(302)에 의해 전송된 기준 포
지셔닝 신호(303)를 수신한다. 수신된 기준 포지셔닝 신호(303)에 응답하여, 각 포지셔닝-유닛 장치(301-1 및
301-2)는 기준 전송기(302)로부터의 각각의 신호 전파 지연(304-1 및 304-2)을 결정하고, 적절한 전송기 클럭
보정을 인가하여, 내부적으로 생성된 포지셔닝 신호의 캐리어 성분, 고유 PRN 코드 성분 및 데이터 성분을, 기
준 전송기 포지셔닝 신호(303)의 캐리어 성분, PRN 코드 성분 및 데이터 성분에 시간순으로 동기화시킨다. 이후
각 포지셔닝-유닛 장치는 고유 포지셔닝 신호(305-1 및 305-2)를 전송하는데, 이것은 기준 전송기(302) 시간축
에 시간순으로 동기화되어 있다.

[0098]

중계 포지셔닝-유닛 장치를 통해 브로드캐스트 하는 하나 이상의 기준전송기

[0099]

하나 이상의 시간-동기화된 기준 전송기는 모든 포지셔닝-유닛 장치 장치가 기준 전송기를 확실한 시야에 두고
있지 않을 때 포지셔닝-유닛 장치의 네트워크를 형성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다. 이 구성에서, 타이밍 신호는 중
계 포지셔닝-유닛 장치들을 통해 캐스케이딩(cascade)된다. 중계 포지셔닝-유닛 장치가 타임-로크를 선언할 때,
후속 포지셔닝-유닛 장치들은 그들의 기준 포지셔닝 신호로서 이 중계 포지셔닝-유닛 장치를 이용할 수 있다.

[0100]

도 4는 알려진 위치에 위치한 기준 전송기(401)와 역시 알려진 위치에 위치한 제 1 포지셔닝-유닛 장치(402)를
도시하고 있다. 제 1 포지셔닝-유닛 장치(402)는 기준 전송기(401)에 의해 전송된 포지셔닝 신호(403)를 수신한
다. 수신된 기준 포지셔닝 신호(403)에 응답하여, 제 1 포지셔닝-유닛 장치(402)는 기준 전송기(401)로부터의
신호 전파 지연(404)을 결정하고, 적절한 클럭 보정을 인가하여, 내부적으로 생성된 포지셔닝 신호의 캐리어 성
분, 고유 PRN 코드 성분 및 데이터 성분을, 기준 전송기 포지셔닝 신호(403)의 캐리어 성분, PRN 코드 성분 및
데이터 성분에 시간순으로 동기화시킨다. 이후 제 1 포지셔닝-유닛 장치(402)는 고유 포지셔닝 신호(405)를 전
송하는데, 이것은 기준 전송기(401) 시간축에 시간순으로 동기화되어 있다.

[0101]

복수의 포지셔닝-유닛 장치로 브로드캐스트 하는 단일 기준 전송기

[0102]

복수의 포지셔닝-유닛 장치가 기준 전송기로부터 명확하게 보여질 때, 단일 기준 전송기는 포지셔닝-유닛 장치
의 네트워크를 형성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0103]

도 3은 알려진 위치(301-1,301-2)에 놓여진 복수의 포지셔닝-유닛 장치와 역시 알려진 위치에 놓여진 기준 전송
기(302)를 도시한다.
(303)를 수신한다.

포지셔닝-유닛 장치(301-1,301-2)는 기준 전송기(302)에 의해 전송된 기준 포지셔닝 신호
수신된 기준 포지셔닝 신호(303)에 응답하여 각 포지셔닝-유닛 장치(301-1,301-2)는 기준

전송기(302)로부터 각각의 신호 전파 지연(304-1, 304-2)을 판단하고, 적당한 전송 클럭 보정을 가하여 캐리어
부분, 고유의 PRN 코드 부분, 및 이들에서 내부적으로 생성된 포지셔닝 신호의 데이터 부분을 캐리어 부분, PRN
코드 부분, 및 기준 전송기 포지셔닝 신호(303)의 데이터 부분에 시간적으로 동기화시킨다.

각각의 포지셔닝-

유닛 장치는 기준 전송기(302) 시간축에 시간적으로 동기화된 단일 포지셔닝 신호(305-1,305-2)를 순차적으로
전송한다.
[0104]

중계 포지셔닝-유닛 장치를 통하여 브로드캐스트하는 하나 이상의 기준 전송기

[0105]

하나 이상의 시간적으로 동기화된 기준 전송기는, 모든 포지셔닝-유닛 장치가 기준 전송기에서 명확하게 보여짐
이 없이 포지셔닝-유닛 장치의 네트워크를 형성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셔닝-유닛 장치를 통해 캐스케이드된다.

이 구성에서 타이밍 신호는 중계 포지

중계 포지셔닝-유닛 장치가 타임로크(time-lock)을 선언하면, 차후의

포지셔닝-유닛 장치는 이 중계 포지셔닝-유닛 장치를 그것의 기준 포지셔닝 신호로 이용할 수 있다 .
[0106]

도 4는 알려진 위치에 놓여진 기준 전송기(401)와, 역시 알려진 위치에 놓여진 제 1 포지셔닝-유닛 장치(402)를
도시한다.

제 1 포지셔닝-유닛 장치(402)는 기준 전송기(401)에 의해 전송된 포지셔닝 신호(403)를 수신한다.

수신된 기준 포지셔닝 신호(403)에 기초하여 제 1 포지셔닝-유닛 장치(402)는 기준 전송기(401)로부터 신호 전
파 지연(404)을 판단하고, 적당한 전송 클럭 보정을 가하여 캐리어 부분, 유일한 PRN 코드 부분, 및 이들에서
내부적으로 생성된 포지셔닝 신호의 데이터 부분을 캐리어 부분, PRN 코드 부분, 및 기준 전송기 포지셔닝 신호
(403)의 데이터 부분에 시간순으로 동기화시킨다.

제 1 포지셔닝-유닛 장치(402)는 기준 전송기(401) 시간축에

시간순으로 동기화된 단일 포지셔닝 신호(405)를 순차적으로 전송한다.
[0107]

알려진 위치에 놓여진, 그러나 빌딩(409)에 의해 야기된 신호 차단에 기인한 기준 포지셔닝 신호(410)에서 보이
지 않는 제 2 포지셔닝-유닛 장치(406)는 제 1 포지셔닝-유닛 장치(402)로부터 포지셔닝 신호(405)를 순차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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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수신한다.

수신된 포지셔닝 신호(405)에 기초하여 제 2 포지셔닝-유닛 장치(406)는 제 1 포지셔닝-유닛 장

치(402)로부터 신호 전파 지연(407)을 판단하고, 적당한 전송 클럭 보정을 가하여 캐리어 부분, 유일한 PRN 코
드 부분, 및 이들에서 내부적으로 생성된 포지셔닝 신호의 데이터 부분을 캐리어 부분, PRN 코드 부분, 및 제 1
포지셔닝 신호(405)의 데이터 부분에 시간순으로 동기화시킨다.

제 2 포지셔닝-유닛 장치(406)는 캐리어 부분,

PRN 코드 부분, 및 데이터 부분에 통합하는 단일한 포지셔닝 신호(408)를 순차적으로 전송한다.

이 단일 포지

셔닝 신호(408)는 제 1 포지셔닝-유닛 장치(402) 시간축에 시간순으로 동기화되고, 또한 기준 전송기(401) 시간
축에도 시간순으로 동기화된다.
[0108]

하나 이상의 포지셔닝-유닛 장치로 브로드캐스트하는 복수의 기준전송기

[0109]

복수의 시간순으로 동기된 기준 전송기는 기준 포지셔닝 신호를 하나 이상의 포지셔닝-유닛 장치로 브로드캐스
트 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이 구성에서 멀티패스 및 대류권에서의 지연과 같은 어떤 기준 신호 에러 소스는 시
간축 정확성을 개선하기 위해 기준 전송기 사이에서 평균화될 수 있다.

[0110]

도 5는 알려진 위치에 놓여진 포지셔닝-유닛 장치(501)와, 역시 알려진 위치에 놓여진 공통의 시간축을 가지는
복수의 기준 전송기(502-1, 502-2)를 도시한다.

포지셔닝-유닛 장치(501)는 기준 전송기(502-1, 502-2)로 전송

된 기준 포지셔닝 신호(503-1, 503-2)를 수신한다.

수신된 기준 포지셔닝 신호(503-1, 503-2)에 기초하여 포지

셔닝-유닛 장치(501)는 각각의 기준 전송기(502-1, 502-2)로부터 신호 전파 지연(504-1, 504-2)을 판단하고, 적
당한 전송 클럭 보정을 가하여 캐리어 부분, 유일한 PRN 코드 부분, 및 이들에서 내부적으로 생성된 포지셔닝
신호의 데이터 부분을 캐리어 부분, PRN 코드 부분, 및 두개의 기준 전송기 포지셔닝 신호(503-1, 503-2)들의
데이터 부분에 시간순으로 동기화시킨다.

포지셔닝-유닛 장치(501)는 단일 포지셔닝 신호(505)를 순차적으로

전송하고 기준 전송기(502-1, 502-2)의 시간축에 시간순으로 동기화된다.
[0111]

포인트 포지션 타임로크

[0112]

포지셔닝-유닛 장치가 기준 전송기와 알려진 포지셔닝-유닛 장치 사이의 지리적인 거리(기준 포지셔닝 신호 전
파 지연)없이 네트워크 시간축에 동기화하는 것이 역시 가능하다.
의 타임로크된 포지셔닝-유닛 장치가 도시되어야 한다.

타임로크에 대한 이 실시예에서, 적어도 4개

포지셔닝-유닛 장치는 네트워크에 진입하기를 요구하면

서, 단일점 위치를 계산하여 그 3차원상의 위치를 스스로 조사하고, 포지셔닝-유닛 장치 위치 수신기 클럭 오프
셋과 통합한다.

포지셔닝-유닛 장치 위치 수신기 클럭 오프셋은 네트워크 타임(로컬 위치 수신기 클럭에 상대

적인)을 정확히 제공하고, 포지셔닝-유닛 장치 슬레이브 전송기는 정확한 네트워크 시간축으로 사용될 수 있다.
선호되는 실시예에서, 포지셔닝-유닛 장치는 정확한 네트워크 타임을 피코세컨드(ps) 단위로 판단하기 위해 단
일점 캐리어 솔루션을 사용하고 이는 실질적으로 종래 기술의 시스템의 성능을 넘어서는 것이다.
[0113]

WAAS 기준

[0114]

바람직한 실시예에서 기준 전송기는 광역보강시스템(WAAS) 위성이다.
신기에 GPS 차이값 수정을 전송한다.
파수로 전송한다.
동기화된다.

WAAS 위성은 정지 통신위성으로, GPS 수

WAAS 위성은 또한 단일 포지셔닝 신호를 1575.42MHz의 GPS L1 캐리어 주

이 단일 포지셔닝 신호는 UTC를 위해 제공된 교정을 수반하여 GPS 시간에 정확히

따라서 WAAS 위성은 이상적인 기준 전송기를 만들고 이것은 UTC의 세계 기준 시간축에

동기화된다.
[0115]

바람직한 실시예에서 포지셔닝-유닛 장치 위치 수신기는 2.4GHz ISM 대역에서 다른 포지셔닝-유닛 장치로부터
포지셔닝 신호, L 대역 주파수의 WAAS 및 GNSS 위성으로부터의 포지셔닝 신호를 수신하는 수단을 통합한다.

포

지셔닝-유닛 장치는 기준 전송기로써 WAAS 위성을 사용할 수 있고, 그것의 2.4GHz 슬레이브 포지셔닝 신호를
1575.42MHz WAAS 포지셔닝 신호로 타임로크한다.

이종의 캐리어 주파수 사이의 타임로크는 들어오는 WAAS와 포

지셔닝-유닛

장치

장치

캐리어들을

포지셔닝-유닛

(coherently) 다운 컨버팅하여 초기화된다.

위치수신기의

공통

베이스밴드

주파수로

그후 타임로크는 앞서 기술된 방법과 함께 수행된다.

일관되게

일관된 다운

컨버젼은 공통의 발진기로부터 구동되도록 포지셔닝-유닛 장치 위치 수신기에서 로컬 발진기를 요구한다.

바람

직한 실시예에서 공통의 발진기는 위치 수신기, 전송기, CPU를 포함한 포지셔닝-유닛 장치의 모든 부분에 대한
클럭 정보를 생성한다.

WAAS의 이종의 수신 경로 및 다운 컨버젼에 앞선 포지셔닝-유닛 장치 캐리어 주파수에

기인한 내부 주파수 타임로크를 계산할 때, 라인 바이어스와 그룹 지연이 고려된다.
[0116]

도 6을 기준하여, 포지셔닝-유닛 장치(601-1,601-2,601-3 및 601-4)는 하늘이 잘 보이는 알려진 위치에 있고,
바람직하게는 언덕의 정상(602-1, 602-2) 및/또는 높은 빌딩(603-1, 603-2)과 같은 높은 위치에 있다.

필요하

다면 방향성 수신 안테나(604-1, 604-2, 604-3 및 604-4) 역시 각각의 포지셔닝-유닛 장치(601-1, 601-2, 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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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및 601-4)와 같이 통합될 수 있고 WAAS 정지위성을 향하게 할 수 있다(이러한 추가적인 안테나가 바람직하지
만 본 방법에 필수적인 것은 아님).

배치되는 포지셔닝-유닛 장치상의 방향성 안테나는 다중경로를

이주시키고, WAAS 신호의 노이즈 비율로 수신 신호를 개선시키며, 이는 차례로 기준 시간축 정확도를 개선시킨
다.

각각의 포지셔닝-유닛 장치(601-1, 601-2, 601-3 및 601-4)는 WAAS 위성 신호(606)로 타임로크하고, 그

결과 피코세턴드의 정확성을 가지는, 네트워크에 동기화된 정확한 UTC를 만든다.
수신기(607)는 빌딩(609)내부에 놓여진다.
수 없다.

보행자(608)가 소지하는 위치

WAAS 위성 신호(606)는 낮은 신호세기 때문에 빌딩(609)을 관통할

그러나 포지셔닝-유닛 장치(601-1, 601-2, 601-3 및 601-4)로부터의 포지셔닝-유닛 장치 신호(610-

1, 610-2, 610-3 및 610-4)는 그것의 가까운 근접성 때문에 빌딩(609)을 관통할 수 있다.

위치 수신기(607)은

모든 4개의 포지셔닝-유닛 장치로부터 신호를 포지셔닝하는 포지셔닝-유닛 장치를 수신할 수 있고 이는 위성이
못 들어오는 위치에서 정확한 단일점 포지션 판단을 가능하게 한다.
션 솔루션을 계산하면, UTC는 정확하게 판단될 수 있다.
한 UTC 타임 전송을 또한 제공한다.

추가하여, 한번 위치 수신기(607)가 포지

따라서 본 발명은 위성이 못 들어가는 위치에서 정확

더욱이, 위치 수신기(607)가 빌딩(609)에 존재할 때, 보이는 임의의 포지

셔닝-유닛 장치(601-1, 601-2, 601-3 및 601-4), WAAS 위성(605), 또는 GNSS 위성으로부터의 신호들은 포지션
을 계산한 보행자에 포지션 인테그러티(integrity)를 부가하여 오버디터마인된(overdetermined) 포지션 솔루션
을 형성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0117]

중계 WAAS 기준

[0118]

WAAS 위성이 잘 보이는 곳에 위치한 포지셔닝-유닛 장치는 다른 실시예에서 중간의 기준신호로서 또한 사용될
수 있다.

WAAS 위성 신호를 수신할 수 없는 포지셔닝-유닛 장치는 중간의 “백본(backbone)" 포지셔닝-유닛 장

치를 그것의 타임 기준 소스로서 이용할 수 있다.

따라서 UTC는 모든 포지셔닝-유닛 장치가 기준 WAAS 위성이

잘 보이는 곳에 위치하지 않고 네트워크를 통하여 분포된다.
[0119]

포지셔닝-유닛 장치 기준

[0120]

WAAS 위성을 이용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적어도 하나의 포지셔닝-유닛 장치가 포지셔닝-유닛 장치의 네트워크를
위한 시간축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제 도 7을 기준하면, 알려진 위치에 놓여진 제 1 포지셔닝-유닛

장치(701)는 기준 전송기로써 지시되고, 그것의 내부적으로 생성된 클럭(702)으로부터의 시스템 시간축를 만든
다.

알려진 위치에 놓여진 이후 두개의 포지셔닝-유닛 장치(703, 704)는 제 1 포지셔닝-유닛 장치 기준 포지셔

닝 신호(705)로 타임로크 한다.

알려진 위치에 놓여졌으나 제 1 포지셔닝-유닛 장치(701)의 범위밖에 위치하는

네 번째 포지셔닝-유닛 장치(706)는 제 2 포지셔닝-유닛 장치 고유 포지셔닝 신호(707)를 타임로크 한다.
서 이 시스템은 중계 포지셔닝-유닛 장치를 통하여 정확히 캐스케이드된 타임 전송을 가능하게 한다.

따라

위치 수

신기(708)는 보이는 모든 포지셔닝-유닛 장치(701, 703, 704 및 706)에 의해 전송된 시간적으로 동기화된 포지
셔닝 신호(709)를 수신하고, 단일점 포지션 솔루션을 순차적으로 계산한다.

추가로 위치 수신기(708)에서 계산

된 시간은 기준 포지셔닝-유닛 장치(701)의 기준 클럭(702)에 시간순으로 동기화될 것이다.

포지셔닝-유닛 장

치(701)내의 기준 클럭(702)의 임의의 시간값은, 만일 사용자가 포지션 판단에만 관계된다면 중요하지 않게 된
다.

만일 사용자가 글로벌 시간축에 시간을 정렬시키고자 한다면, 기준 포지셔닝-유닛 장치(701)내의 기준 클

럭(702)은 UTC로 조종되는 것이 필요하다.
[0121]
[0122]

GNSS 시간축에 의해 조종된 포지셔닝-유닛 장치 기준
WAAS 위성을 이용할 수 없고 글로벌 시간축로의 정렬이 네트워크에 요구되는 상황에서는 기준 포지셔닝-유닛 장
치가 GNSS 시간축에 의해 UTC로 조종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GNSS 시간축는 위치 수신기를 요구하고, 알려진 위

치에 위치하며, 적어도 하나의 GNSS 위성을 사용하여 타임 솔루션을 계산한다.
정확성은 이 기술을 이용하여 달성될 수 있다.

50 나노세컨드(ns) 단위의 시간

기준 포지셔닝-유닛 장치에 타임로크 된 포지셔닝-유닛 장치간

의 상대적인 시간 정확성은 피코세컨드 수준에서 다뤄질 것이다.
[0123]
[0124]

인터네트워크 위치 솔루션
복수의 기준 전송기가 복수의 자치 네트워크를 만드는데 사용될 수 있다.
일한 시간축를 가지고 이것은 기준 전송기에 의해 생성된다.

자치 네트워크는 자신의 고유하고 단

하나의 자치 네트워크 내부에 놓인 위치 수신기들

은 단일점 위치 솔루션을 사용하여 위치, 속도(velocity), 시간(PVT)을 판단할 수 있다.

위치 수신기의 시간은

네트워크 시간축에 상대적으로 판단될 것이고, 이는 인트라 네트워크 위치 솔루션으로 불린다.

두개의 자치 네

트워크의 가장자리에 위치하고, 양 네트워크의 포지셔닝-유닛 장치로부터 포지셔닝 신호를 수신하는 위치 수신
기는 그 위치를 결정하기에 앞서 두개의 네트워크 시간축 사이에서 먼저 구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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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 솔루션으로 기술될 수 있고, 하나의 제 1 시간축를 선택하기 위해 표류하는 위치 수신기를 요구하며, 단일
점 위치 솔루션을 계산하기에 앞서 제 2 시간축에 클럭 보정을 가한다.
[0125]

바람직한 실시예에서, 포지셔닝-유닛 장치는 또한 그것의 네트워크 데이터에서 네트워크 인증(Network I.D.) 정
보를 포함한다. 네트워크 I.D.는 포지셔닝-유닛 장치의 기준시간 상호연결성(interconnectivity)을 상세히 나타
내고 그 결과 포지셔닝-유닛 장치와 위치 수신기는 각각의 보이는 포지셔닝-유닛 장치를 위한 기준 클럭 데이터
의 근원(origin)과 비유적으로 말해 혈통(lineage)을 판단할 수 있다.

이것은 두 자치 네트워크의 가장자리에

위치한 포지셔닝-유닛 장치 또는 위치 수신기로 하여금 어느 포지셔닝-유닛 장치가 각각의 네트워크와 연동하는
지 및 따라서 어느 포지셔닝-유닛 장치가 로빙 위치 수신기 위치계산 내에 클럭 보정을 요구하는지를 판단하게
한다.

각각의 포지셔닝-유닛 장치는 보이는 모든 다른 포지셔닝-유닛 장치로부터 네트워크 I.D. 정보를 수신하

고, 이에 응답하여 고유한 네트워크 I.D. 정보를 생성하여 다른 모든 포지셔닝-유닛 장치 및 시야의 로빙 위치
수신기에 전송한다.
[0126]

도 8을 기준하면, 포지셔닝-유닛 장치(801, 802)의 두개의 자치 네트워크가 묘사되어 있다.

포지셔닝-유닛 장

치(801-1, 801-2 및 801-3)는 서로 보여지고, 포지셔닝 신호 (803-1, 803-2 및 803-3)를 통해 서로 통신한다.
포지셔닝-유닛 장치(802-1, 802-2 및 802-3)는 서로 보여지고, 포지셔닝 신호(804-1, 804-2 및 804-3)를 통해
서로 통신한다.

두 네트워크(802-3)의 가장자리의 근처에 위치한 포지셔닝-유닛 장치는 인접 네트워크 포지셔

닝-유닛 장치(802-3)로부터 포지셔닝-유닛 장치 포지셔닝 신호(804-3)을 수신하고, 그 고유의 네트워크(801) 시
간축에 대한 인접한 네트워크 시간축간의 시간축 차이 또는 클럭 바이어스를 측정한다.

포지셔닝-유닛 장치

(801-3)는 그 네트워크 데이터에서 인접하는 네트워크 포지셔닝-유닛 장치(802-1, 802-2 및 802-3)를 위한 클럭
보정을 전송하고, 이는 그것의 포지셔닝 신호(803-3)에 통합된다.

네트워크 보정값을 형성할 때, 자치 네트워

크의 모든 클럭이 시간적으로 일관되도록 단지 하나의 인접 네트워크 포지셔닝-유닛 장치(802-3)로부터의 포지
셔닝 신호만 포지셔닝-유닛 장치(801-3)로 수신되는 것이 필요하다.
(801-3)만이 인접 네트워크의 측정을 필요로 한다.

추가로, 단지 하나의 포지셔닝-유닛 장치

포지셔닝 신호(803-3)의 네트워크 데이터에서 보낸 전송받

은 네트워크 클럭 보정은 로빙 위치 수신기(805)로의 이후의 전송(803-1, 803-2)을 위해 고유의 네트워크(801)
내의 다른 포지셔닝-유닛 장치로 수신되고 중계한다.
[0127]

포지셔닝-유닛 장치(801-3) 포지셔닝 신호(803-3)의 네트워크 데이터에서 전송된 보정값은 네트워크들(801,
802)사이에서 로빙 위치 수신기(805)에 의해 수신된다.

로빙 위치 수신기는 포지셔닝-유닛 장치(801-3)로부터

수신된 네트워크 클럭 보정을 적용하고, 시야의 모든 포지셔닝-유닛 장치 포지셔닝 신호(803-1, 803-2, 803-3)
및 인접 네트워크 포지셔닝-유닛 장치 포지셔닝 신호(804-3)를 사용하여 단일점 위치 솔루션을 순차적으로 계산
한다.

계산된 단일점 위치 솔루션과 함께, 로빙 위치 수신기(805) 클럭은 클럭 보정을 제공하는 네트워크(801)

시간축와 시간적으로 일관될 것이다.

추가로, 인접 네트워크 포지셔닝-유닛 장치(802-3)는 제 1 포지셔닝-유닛

장치(801-3)로부터 포지셔닝 신호(803-3)를 또한 수신할 수 있고, 고유의 네트워크(802) 시간축에 대한 제 1 네
트워크(801)의 시간축 차이를 측정할 수 있다.

인접 네트워크 포지셔닝-유닛 장치(802-3)는 포지셔닝 신호

(804-3)내의 네트워크 데이터에서 인접 네트워크 포지셔닝-유닛 장치(801-1, 801-2 및 801-3)를 위판 클럭 보정
을 전송하고, 그 결과 필요하다면 로빙 위치 수신기(805)가 시간축를 선택하도록 한다.
[0128]

다중 주파수 타임로크

[0129]

바람직한 실시예에서 복수의 포지셔닝 신호는 각각의 포지셔닝-유닛 장치로부터 복수의 주파수상에서 전송된다.
위치 수신기는 복수의 포지셔닝 신호를 순차적으로 해석하여 정수의 캐리어 싸이클 모호성 해결(ambiguity
resolution(AR))을 위한 소위 와이드 레인(Wide-lane)을 생성한다.

RF 케리어 신호는 전송기 및 수신기 전자장

치를 통과하는 동안의, “그룹 지연”로 알려진 타임 지연를 갖는다.
하여 수 나노세컨드 값으로 변동할 수 있다.

그룹 지연은 주파수와 주위 온도에 의존

따라서 공통의 발진기에서 생성되고 동일한 전송경로를 따라 전송

된 복수의 캐리서 주파수들은 캐리어 주파수 값에 따라 상이한 타임 지연를 갖고, 추가로 전송기 전자장치의 온
도변화에 의해 야기되는 변화하는 타임 지연를 갖는다.
하게 하는 요인이 된다.

이것은 전송된 포지셔닝 신호들의 위상이 일관되지 못

위상이 일관되지 못한 포지셔닝 신호는 와이드 레인 모호성 해결(AR) 프로세스에 광범

위한 에러를 야기할 것이다.
[0130]

포지셔닝-유닛 장치는 복수의 여러 가지 주파수 포지셔닝 신호들의 전송에 의해 기준 전송기로부터의 비일관적
위상 문제를 제거할 수 있고, 이 신호들은 그들의 각각의 들어오는 기준 포지셔닝 신호에 개별적으로 타임로크
된다.

포지셔닝-유닛 장치는 복수의 캐리어 주파수상에서 전송되는 복수의 포지셔닝 신호를 조종할 수 있는 복

수의 조종된 전송기 클럭을 통합한다.

포지셔닝-유닛 장치 위치 수신기는 복수의 여러 가지 주파수 기준 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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셔닝 신호를 추적하고, 또한 복수의 여러 가지 슬레이브 포지셔닝 신호를 추적한다.

포지셔닝-유닛 장치는 각

각의 여러 가지 주파수 기준 포지셔닝 신호를 각각의 여러 가지 주파수 슬레이브 포지셔닝 신호에 타임로크 하
여, 그 결과 각각의 슬레이브 포지셔닝 신호는 기준 전송기와 시간순으로 동기화된다.

포지셔닝-유닛 장치는

복수의 여러 가지 주파수 포지셔닝 신호들을 송신하고, 이 신호들은 기준 전송기로부터 그룹 지연를 가지고 시
간적으로 일관된다.

적어도 3개의 타임로크 되고 보여지는 포지셔닝-유닛 장치와 함께, 위치 수신기는 보여지

는 각각의 포지셔닝-유닛 장치로부터 와이드 레인 정수 모호성 해결(AR)을 판단한다.

기준 전송기 그룹 지연는

AR 레인지(range) 에러를 만들고, 이것은 타임로크 된 포지셔닝-유닛 장치사이에서 공통이 된다.
지 에러를 유도하는 동일한 AR은 각각의 포지셔닝-유닛 장치 의사거리(Pseudorange)에서 명백하다.

따라서 레인
위치 수신

기는 이 공통의 의사거리 에러를 수신기 클럭 바이어스로 이해하고, 단일점 위치 계산에서 에러를 제거한다.
[0131]

네트워크 좌표(co-ordinate) 프레임

[0132]

타임로크의 필요조건은 기준 좌표 프레임에 대한 포지셔닝-유닛 장치 위치의 이해이다.

임의의 유효한 좌표 프

레임이 사용될 수 있으나, 바람직한 실시예에서 어스 센터드 어스 픽스드(earth centered earth fixed(ECEF))
좌표 프레임이 사용되고, 이는 또한 GPS 및 WAAS에 의해 사용된 좌표 프레임이다.

바람직한 실시예에서 포지셔

닝-유닛 장치는 ECEF 좌표를 판단하기 위해 GNSS 및/또는 WAAS 및/또는 다른 포지셔닝 디바이스로부터 자기 조
사를 한다.
[0133]

전송 주파수

[0134]

바람직한 실시예에서, 포지셔닝-유닛 장치는 2.4 GHz 에서 2.48 GHz의 허가되지 않은 ISM(Industrial
Scientific Medical) 대역으로 전송한다.

2.4 GHz ISM 대역은, 규정의 제약없이, GPS와 같은 현재 네비게이션

시스템에 대한 간섭없이 포지셔닝-유닛 장치의 개발을 허용한다.

2.4 GHz ISM 대역은 또한 직접 시퀀스 확산

스펙트럼(Direct Sequence Spread Spectrum : DSSS) 위치 신호의 증가된 칩핑율(Chipping Rate)을 위해 사용될
수 있는 83.5 MHz 대역, 또는 와이드레인 정수 사이클 모호성 해결(widelane integer cycle ambiguity
resolution)용 다중 캐리어의 사용을 허용한다.
[0135]

*포지셔닝-유닛 장치 하드웨어에 대한 설명

[0136]

바람직한 실시예어서, 포지셔닝-유닛 장치는 위치 수신기, 전송기, 중앙처리장치(CPU), 및 공통 발진기를 포함
한다.

위치 수신기는 각각 캐리어 성분, PRN 코드 성분, 및 데이터 성분을 포함하는 복수의 포지셔닝 신호를

수신가능한 복수의 수신 채널을 포함한다.

전송기는 적어도 하나의 RF 캐리어 생성기, 적어도 하나의 PRN 코드

생성기, 및 적어도 하나의 조종 클럭을 포함한다.

CPU는 위치 수신기에 의해 수신된 포지셔닝 신호를 해석하는

수단, 전송기 조종 클럭을 제어하는 응답수단 및 네비게이션 데이터를 생성하는 수단을 포함한다.

공통 발진기

는 포지셔닝-유닛 장치의 모든 구성에 대해 통일된 로컬 시간축을 제공한다.
[0137]

도 9를 참조하면, 위치 수신기(902), 전송기(903), 중앙처리장치(CPU)(904), 및 공통 발진기(905)를 포함하는
포지셔닝-유닛 장치(901)가 도시된다.

위치 수신기(902)는 복수의 수신 채널(906)을 포함하고, 전송기(903)는

하나 이상의 캐리어 생성기(907), 하나 이상의 코드 생성기(908), 및 하나 이상의 조종 클럭(909)를 포함한다.
CPU(904)는 위치 수신기 통신(910)을 위한 수단, 전송기 통신(911)을 위한 수단, 및 전송기 조종 클럭 통신
(912)을 위한 수단을 포함한다.
[0138]

포지셔닝-유닛 장치 위치 수신기

[0139]

포지셔닝-유닛 장치 위치 수신기는 기준 전송기로부터 적어도 하나의 기준 포지셔닝 신호를 수신 및 복조 가능
한 적어도 하나의 수신 채널, 및 적어도 하나의 같은 곳에 배치된 전송기 슬레이브 포지셔닝 신호를 수신 및 복
조 가능한 적어도 하나의 수신 채널을 포함한다.

바람직하게는, 포지셔닝-유닛 장치 위치 수신기는 증가된 정

확성 및 보전성을 위한 복수의 기준 포지셔닝 신호를 수신 가능하다.

포지셔닝-유닛 장치 위치 수신기는 또한

바람직하게 2.4 GHz ISM 대역으로 전송하는 다른 포지셔닝-유닛 장치로부터 포지셔닝 신호, 및 마이크로파 L 대
역 주파수로 전송하는 WAAS 및 GNSS 위성으로부터 포지셔닝 신호를 수신 가능해야 한다.

포지셔닝-유닛 장치

위치 수신기는 일반적인 GPS 수신기 설계에 사용된 동일한 방법론을 사용하여 포지셔닝 신호를 추적, 복조, 및
해석한다.

GPS 수신기 처리 및 설계는 통상의 기술분야에서 잘 알려져 있고 여기서 설명할 주제는 아니다.

[0140]

포지셔닝-유닛 장치 전송기

[0141]

포지셔닝-유닛 장치 전송기는 중요하고 결정적인 개선사항인 조종 전송기 클럭을 갖는 의사위성과 많은 유사점
을 갖는다.

바람직한 실시예에서 조종 전송기 클럭은 직접 디지털 합성(Direct Digital Synthesis: DDS)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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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사용한 디지털 영역에서 생성된다.

DDS 기술은 밀리헤르쯔 정확도로 제어된 주파수가 될 수 있는 디지털 생

성 발진기를 생산하고, 따라서 전송기 클럭이 입력 기준 신호에 정밀하게 "종속되게" 한다.

전송기는 또한 적

어도 하나의 무선 주파수(RF) 캐리어 생성기, 및 적어도 하나의 의사난수 (PRN) 코드 생성기를 포함한다.

RF

캐리어 생성기는 바람직하게는 2.4 GHz ISM 대역으로 전송된 RF 정현파인 캐리어 성분을 생성하고, PRN 코드 생
성기는 동일한 캐리어 주파수로 전송된 다른 의사난수의 코드 시퀀스들 사이에서 구분될 수 있는 고유한 코드
시퀀스를 포함하는 코드 성분을 생성한다.

복수의 코드는 캐리어 정수 사이클 해결이 로빙 위치 수신기에서 최

소 식별 거리가 되게 하는 소위 "와이드레인"을 생성하도록 복수의 주파수 상에서 생성될 수 있다.

바람직한

실시예에서, 포지셔닝-유닛 장치 전송기는 시분할다중접속(Time Division Multiple Access: TDMA) 형태로 펄스
를 발생시키고, 강한 CDMA 포지셔닝 신호는 동일한 캐리어 주파수로 전송된 약한 CDMA 포지셔닝 신호와 혼합되
지 않는다.

이러한 현상은 "근거리/원거리 문제(near/far problem)로서 알려져 있고, 또한 통상의 기술분야에

서 잘 알려져 있다.
[0142]

포지셔닝-유닛 장치 중앙처리장치

[0143]

포지셔닝-유닛 장치 CPU는 이하로 구성된다.

[0144]

a) 포지셔닝-유닛 장치의 현재 위치를 결정하는 수단.

[0145]

위치 결정은 자체-조사 또는 수동 초기화를 통해 얻어질 수 있다.

[0146]

자체-조사는 3차원 단일점 위치 최소 식별 거리를 결정하기 위해 포지셔닝-유닛 장치가 적어도 4개의 다른 기준
포지셔닝-유닛 장치를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거나, 또는 선택적으로 포지셔닝-유닛 장치가 적어도 3개의 GNSS 위
성과 적어도 하나의 기준 포지셔닝-유닛 장치가 고려될 수 있다.

이러한 실시예에서 기준 포지셔닝-유닛 장치

는 포지셔닝-유닛 장치를 고려하여 코드 및 캐리어 디퍼렌셜 보정을 모든 GNSS 위성에 제공한다.

그 이후에 포

지셔닝-유닛 장치는 기준 포지셔닝-유닛 장치와 관련된 정확한 위치를 계산한다.
[0147]

수동 초기화는 소정의 위치에 포지셔닝-유닛 장치를 배치하게 함으로써 이루어지고, 수동으로 지리적 좌표값을
포지셔닝-유닛 장치 메모리에 입력시킨다.

바람직한 실시예에서 제 1 포지셔닝-유닛 장치는 종속되는 포지셔닝

-유닛 장치가 GNSS 위성 및 제 1 포지셔닝-유닛 장치로부터 자체조사하면서 정밀하게 알려진 좌표를 사용하여
수동으로 초기화된다.
[0148]

b) 위치 수신기에 의한 기준 신호 탐색을 초기화하는 수단.

[0149]

위치 수신기의 모든 채널은 고려중인 모든 기준 포지셔닝 신호라도 탐색하도록 세팅된다.

[0150]

c) 적어도 하나의 기준 포지셔닝 신호를 얻고, 네비게이션 데이터 성분으로부터 네트워크 시간 및 네트워크 데
이터를 추출하는 수단.

[0151]
[0152]

d) 기준 전송기로부터 포지셔닝-유닛 장치까지 신호 전달 지연을 결정하는 수단.
기준 전송기 위치 좌표는 기준 포지셔닝 신호 네비게이션 데이터로부터 먼저 추출되고, 알려진 포지셔닝-유닛
장치 위치와 비교된다.

기준 전송기 및 포지셔닝-유닛 장치 사이의 계산된 기하학적 거리는 비행시간(time-of-

flight) 오프셋으로 전환된다.
[0153]

e) 적절한 고유의 PRN 코드로 종속 전송기 코드 생성기를 초기화시키는 수단.

[0154]

f) 종속 포지셔닝 신호의 네비게이션 데이터 성분으로서 전송되는 전송기에 적절한 네트워크 시간 및 네트워크
데이터를 생성하여 전달하는 수단.

[0155]

네비게이션 데이터는 전송기-생성 RF 캐리어 상에서 연속적으로 변조된 전송기-생성 PRN 코드 상에서 변조된다.
네비게이션 데이터는 타임-오브-위크(time-of-week) 정보, 포지셔닝-유닛 장치 위치, 및 다른 포지셔닝-유닛 장
치와 GNSS 위성의 위치 및 상태와 같은 다른 네트워크 데이터를 포함한다.

[0156]

g) 네트워크 시간 및 주파수의 근사값을 구하기 위해 계산된 비행시간 오프셋을 적용시키고 종속 전송기를 초기
화하는 수단.

[0157]

*h) 종속 포지셔닝 신호를 탐색하기 위해 위치 수신기를 초기화하는 수단.

[0158]

i) 기준 및 종속 포지셔닝 신호 사이의 주파수 통일성을 얻기 위해 종속 포지셔닝 신호를 얻고 제어 루프를 적
용시키는 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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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59]

CPU는 기준 및 종속 포지셔닝 신호의 순간 축적 캐리어 위상(ICP: Integrated Carrier Phase)차를 측정하고,
타임-록-루프(Time-Lock-Loop: TLL)로 알려진 제어루프를 적용한다.

TLL의 출력은 ICP차를 0으로 하기 위해 보

정값을 조종 전송기 클럭에 적용시킨다.
[0160]

j) 종속 포지셔닝 신호 네비게이션 데이터 성분으로부터 전송된 종속 시간을 추출하고, 기준 포지셔닝 신호 및
종속 포지셔닝 신호 사이의 시간차를 결정하는 수단.

[0161]

k) 기준 포지셔닝 신호 및 종속 포지셔닝 신호 사이의 시간차를 0으로 하기 위해 조종 전송기 클럭을 필요한 양
으로 타임 슬루(Time Slew)하여, 이에 의해 종속 포지셔닝 신호가 기준 전송기 시간에 따라 시간순으로 배열되
게 하는 수단.

[0162]

l) 타임-록(Time-Lock) 상태를 선언하는 수단.

[0163]

공통 발진기

[0164]

공통 발진기는 통일된 로컬 시간축을 포지셔닝-유닛 장치의 모든 구성에 제공한다.
치 수신기, CPU, 및 조종 전송기 클럭을 구동하기 위해 사용된다.

특히, 동일한 발진기는 위

통일된 로컬 시간축은 소위 주파수 추적 시

스템(FTS: Frequency Tracking System)을 사용하여, 수신된 기준 포지셔닝 신호의 개방-루프 주파수 추적을 허
용한다.

FTS와 함께, 포지셔닝-유닛 장치 위치 수신기에 의해 측정된 수신된 기준 포지셔닝 신호 주파수는 포

지셔닝-유닛 장치 조종 전송기 클럭에 직접 입력된다.

조종 전송기 클럭은 입력된 기준 포지셔닝 신호의 주파

수 오프셋 값을 단순히 대리 실행하고, 따라서 공통 발진기 텀을 제거하고 기준 및 종속 포지셔닝 신호 사이의
기준/종속 주파수 록을 유지시킨다.
[0165]
[0166]

모바일 시스템에 대한 설명
로빙 위치 수신기는, 바람직하게는 2.4GHz ISM 대역으로 전송하는 포지셔닝-유닛 장치로부터 포지셔닝 신호를
수신 및 해석 가능한 복수의 수신 채널을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로빙 위치 수신기는 또한 바람직하게는 L

대역 주파수로 전송하는 GNSS 및 WAAS 위성으로부터 포지셔닝 신호를 수신 및 해석 가능하다.

로빙 위치 수신

기는 바람직하게는 고려되는 모든 포지셔닝 신호로부터 네트워크 데이터를 포함하는 네비게이션 데이터를 복조
가능하다.

이는 포지셔닝-유닛 장치 네트워크 시간, GNSS 시간, 포지셔닝-유닛 장치 위치, 위성 위치, 및 다른

네트워크와 GNSS 데이터의 결정을 허용한다.

바람직한 실시예에서 네트워크 시간은 WASS 위성을 경유하여 GNSS

시간으로부터 파생되고, 이에 의해 네트워크 시간과 GNSS 시간이 시간-통일이 되게 한다.

로빙 위치 수신기는

또한 바람직하게는 고려되는 각 포지셔닝 신호에 대해 코드-기반 의사거리 측정을 하는 수단, 고려되는 각 포지
셔닝 신호에 대해 캐리어 위상 측정을 하는 수단, 및 단일점 위치 결정을 사용하여 위치, 속도, 및 시간(PVT)을
구하는 수단을 포함한다.

단일점 위치 결정은 일반적으로 통상의 기술분야에서 잘 알려진 최소제곱회귀(least

squares regression) 형식인 통상의 GPS 위치 솔루션을 사용하여 실행될 수 있다.
[0167]

로딩 위치 수신기는 바람직하게는 정수 사이클 해결을 결정하는 수단을 포함한다.
사이클 모호성은 와이드-레인 기술을 사용하여 해결될 수 있다.

바람직한 실시예에서 정수

일단 정수 사이클 모호성이 해결되면, 정밀 캐

리어 위상 의사거리는 로딩 위치 수신기로부터 포지셔닝-유닛 장치까지 결정된다.

정수 의사거리는 캐리어 사

이클의 정수 번호(정수 성분)와 분수 캐리어 사이클 양(분수 성분 또는 위상 성분)을 포함하고, 알려지지 않은
위치 수신기 클럭 바이어스 때문에 의사거리로 불려진다.

타임-로크 된(Time-Locked) 포지셔닝-유닛 장치는 시

간 통일성을 수십 피코세컨드(picosecond) 까지 나타내고, 단일점 위치 솔루션이 디퍼렌셜 보정할 필요없이 정
밀한 캐리어 의사거리로부터 형성되게 한다.
[0168]

위치 수신기는 통상의 기술분야에서 잘 알려지고 여기에서 주제로서 설명되지 않은 와이드-레인 모호성 해법 뿐
만 아니라, 통상의 GPS 수신기 설계에서 사용된 동일한 방법론을 사용하여 타임-로크 된 포지셔닝-유닛 장치의
네트워크에 의해 생성된 포지셔닝 신호를 추적하고, 복조하고, 해석한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0169]

도 1은 복수의 PUD에 브로드캐스트하는 싱글 기준 전송기와, 자치 단일점 위치 솔루션을 결정하는 로빙 위치 수
신기를 통합하는 본 발명에 의한 타임-로크의 일 실시예의 도면,

[0170]

도 2는 단일 포지셔닝-유닛 장치로 브로드캐스트 하는 단일 기준 전송기를 통합하는 본 발명에 따른 타임-로크
의 다른 실시예의 도면,

[0171]

도 3은 복수의 포지셔닝-유닛 장치로 브로드캐스트 하는 단일 기준 전송기를 통합하는 본 발명에 따른 타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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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의 다른 실시예의 도면,
[0172]

도 4는 중계 포지셔닝-유닛 장치로 브로드캐스트 하는 단일 기준 전송기를 통합하는 본 발명에 따른 타임-로크
의 다른 실시예의 도면,

[0173]

도 5는 단일 포지셔닝-유닛 장치로 브로드캐스트 하는 복수의 기준 전송기를 통합하는, 본 발명에 따른 타임-로
크의 다른 실시예의 도면,

[0174]

도 6은 4개의 포지셔닝-유닛 장치로 브로드캐스트하는 광역보강시스템(WAAS) 기준 전송기를 통합하는 본 발명에
따른 타임-로크의 다른 실시예의 도면, 이후 상기 포지셔닝-유닛 장치는 시간순으로 동기된 자신의 고유 포지셔
닝 신호를 위성과 맞물린 환경에 위치해 있는 로빙 위치 수신기에 전송한다.

[0175]

도 7은 3개의 다른 포지셔닝-유닛 장치로 브로드캐스트 하는 포지셔닝-유닛 장치 기준 전송기를 통합하는 본 발
명에 따른 타임-로크의 다른 실시예의 도면, 이후 상기 포지셔닝-유닛 장치는 시간순으로 동기된 자신의 고유
포지셔닝 신호를 로빙 위치 수신기에 전송한다.

[0176]

도 8은 포지셔닝-유닛 장치의 2개의 자치 네트워크와 상기 2개의 네트워크의 경계에 위치해 있는 로빙 위치 수
신기를 통합하는 본 발명에 따른 타임-로크의 다른 실시예의 도면, 이후 상기 경계 포지셔닝-유닛 장치는 네트
워크간 보정을 로빙 위치 수신기에 전송한다.

[0177]

도 9는 본 발명에 따른 포지셔닝-유닛 장치 하드웨어의 블록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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