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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이동물체의 인식기능은 인간을 신하여 수행하기 한 컴퓨터비젼 시스템이다. 공간  의사결정지원시스

템(SDSS: Spatial Decision Support Systems)을 이용한 이동물체의 치를 인식하는 시스템은 실세계의 복잡

하고 다양한 조건들을 만족시키는 안들을 도출시키고 보다 객 이고 과학 으로 평가받는 연구가 될것

이다.본 연구에서는 거리 추정 데이터를 수집하여 공간  의사결정을 이용하여 이동 물체의 치를 인

식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1. 서론

  치 추정에 한 연구는 교통 제 시스템에서 화

물 운송용 차량이나 비행기 는 선박의 운행 정보

를 얻기 해서 사용되어 왔다[1][2]. 다  경로 환

경에서 기지국에 설치된 멀티빔 안테나에 수신되는 

신호의 세기와 그 신호의 입사각(Angle of Arrival)

으로 이동체의 치를 추정하는 방법의 연구도 있었

다[3]. 그러나 AOA 측정값은 기본 으로 신호가 가

시선(LOS: Line of Sight)이라는 가정 하에 추정되

지만, 마이크로셀과 같이 건물의 집이 심하여 반

사와 회 이 발생하는 지역에서는 LOS 신호가 수신

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건물에 의해 반사된 

가 측정된 신호의 세기  가장 강하다면 기지국

은 반사되어 들어온 신호의 입사각을 계산하여 이동

체의 치를 추정함으로서 이동체가 추정되는 치

는 실제 이동체의 치와 큰 차이를 보이게 된다. 

[4]에서는 인  기지국과 이동체의  달 시간

(Time of Arrival)을 이용하여 이동체의 치를 추

정하는 방법이 제시되었다. 이 방법은 다음의 두 가

지 문제 이 있다. 우선, 시스템 내에 존재하는 모든 

송신 단들과 수신 단들 사이에 정확한 동기화가 필

수 이다. 만약 1μs의 동기화 오차가 발생하면 무려 

300m의 큰 치 추정 오차를 발생시킨다. 두 번째, 

TOA 방법 한 AOA와 마찬가지로 회 과 반사가 

많이 일어나는 마이크로셀에서 이동체의 치 추정

에는 당하지 못하다. 왜냐하면 이 알고리즘 한 

가시 역이 존재한다는 가정 하에 발 하 고, 가

시 역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동체가 치하는 

지역이 원형으로 나타나지 않고 왜곡된 등고선 모양

으로 나타난다. [5]에서는 두 개의 기지국으로부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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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달 시간의 상 인 차(Time Difference of 

Arrival)를 이용하여 이동체의 치를 추정하는 방

법이 제시되었다. 최근에, IS-95B에서는 CDMA 방

식의 PN 코드를 사용하여 거리 정보를 측정할 수 

있다는 에 착안하여, [4]와 [5]의 방식을 용하여 

이동체의 치를 추정하는 방법이 고려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셀을 여러 개의 블럭으로 나 고 이

동체가 치한 지역을 단계 으로 좁 서 최 의 블

럭을 추정하는 방식을 제안한다. 

2.    섹 터 정의 

섹터 정의 에서는 셀을 6개의 섹터로 분할하여 각 

섹터에 속하는 블럭에 해당 섹터의 번호를 부여하는

데, 동일한 섹터에 속하는 블럭은 동일한 섹터 번호

를 갖게 된다. 각 섹터에 속한 블럭들을 결정하기 

하여, 기지국을 기 으로 블럭의 방향을 나타내는 

벡터의 방향 정보를 이용한다.

3.  트랙 정의 

   트랙 정의 에서는  다수의 트랙으로 구분하여 그 

트랙에 해당하는 블럭에 트랙 번호를 부여한다. 

하나의 셀은 다수의 트랙으로 분할되며 각 트랙은 

PSS의 임계값에 의해 구분된다. (그림 1)과 같이 하

나의 셀은 n개의 트랙으로 나뉘고 PSS가 각 트랙 

결정 변수로 사용된다. 트랙 분할 과정은 다음과 같

은 LOS 알고리즘으로 표 될 수 있다. 

(그림 1) 트랙과 PSS

4.  블럭 정의 

블럭 정의 단계는  구분된 블럭들에 블럭 번호를 

부여하는 과정이며 추정기는 이동체의 치를 이 블

럭 번호에 의해 표 하게 된다. 이 블럭들을 추정하

기 해서는 추정기가 해당 블럭의 셀 내 치를 식

별할 수 있어야 한다. 기지국을 기 으로 각 블럭의 

셀 내 치를 나타내기 하여, 벡터 데이터를 이용

하는데, 이 벡터 데이터는 기지국을 기 으로 하여 

직각 좌표(x, y)를 구한 후 직각 좌표의 극좌표 변

환 방법을 용함으로서 기지국으로부터의 거리

(Distance)와 방향 정보(여기서는 방향각)를 갖는 2

차원 벡터를 구한다.

5. 시스템 모델과 정의

지 까지 연구되어온 방식들은 이동체의 거리와 

속도 정보를 얻기 해서 이동체에서 측정된 인  

기지국들의 신호 세기, 신호의 방향 는  달 

시간 등  련 정보에만 의존함으로서, 이동체 

주 의 빌딩이나 다른 장애물에 의한 short-term 

fading, shadowing 그리고 회  등에 의해서 향 

받는다. 따라서 이동체가 기지국이 송신하는 신호 

정보만을 이용하여 이동체의 치를 추정하는 방식

은 정확도가 감소한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 방법의 

추정 라미터인 신호 세기 이외에 이동체와 기지국

간의 거리, 이동체의 이  치, 이동체의 이동 방향 

등을 치 추정을 한 의사 결정 항목으로 사용하

는, 퍼지를 이용한 다기  의사 결정 방법을 제안한

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이동체 치 결정 알고리즘

은 퍼지 속 연산자를 이용한 다기  의사 결정 방

법을 기본으로 하며, 다수의 블럭으로 세분된 셀 내

에서 이동체의 치는 해당 기지국  인  기지국

에 하여 평가 기 들로부터 제공되는 만족도 (이

동체가 각 섹터, 트랙 그리고 블럭에 소속하는 정

도)에 의하여 종합화되고 가장 큰 만족도를 제공하

는 블럭을 이동체의 치 지역으로 추정한다. 

6.  다기    의사    결정  항목(parameter)

본 연구에서는 의사 결정 라미터로 수신 신호 

세기, 기지국과 이동체간의 거리, 이동체의 이  

치, 이동체의 이동 방향 등을 고려한다. 수신 신호 

세기는 기존의 치 추정 방법에서 가장 많이 사용

하는 항목이다. 이동체 주 의 건물이나 다른 장애

물에 의한 의 산란이 반사,  경로의 기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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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나 다  경로 상 등에 의해서 향을 받기 때

문에 매우 불규칙한 로 일을 갖는다. 따라서 이

동체가 기지국으로 수신하는  세기만을 이용하

여 이동체의 치를 결정한다면 부정확한 결과를 

래할 수 있다. 한 수신호 세기 이외의 라미터가 

고려되고 있는 것은 기지국과 이동국 사의 거리이

다. 일반 으로 기지국과 이동체 사이의 거리를 

라미터로 고려하는 이유는 블록 배치 계획과 연 키 

함이다.

7. 퍼지 이론을 이용한 치 추정

치 추정 과정은, 이동체가 치한 블록을 추정

하는 단계이며 추정기에 의하여 주기 으로 반복된

다. 이러한 치 추정 과정은, 이동체가 치한 지역

의 크기를 단계 으로 좁 서 최 의 블록을 결정하

는 방법인 3단계 치 추정 기법 [6]에 기반을 두고 

있다. 추정기는 타이머에 의하여 추정과정을 시작하

고 주기 으로 반복한다. 추정치는 다기  의사 결

정 방법을 사용하여 섹터 추정 단계에서 이동체가 

치한 섹터(Sector)를 추정하고 존(Zone) 추정 단

계에서 이동체가 치한 존을 추정한 후에 최종 으

로 블록 추정 단계에서 이동체가 치한 블록을 추

정한다.

8.  성능 분석

이동체의 이동 경로와 이동 속도는 도로 구조에 

의해 향을 받으며 방향의 변화  속도의 변화는 

이동체의 이동 패턴을 지배한다.

고속 이동체의 이동 방향은 직진, 좌/우회  그리

고 U턴을 고려하 다. 좌/우회 은 직진 상태로 진

행하던 이동체가 노드 블럭에서 좌/우회 을 수행한 

후 다시 직진으로 진행하는 상태를 나타낸다. U턴은 

직진 상태로 진행하던 이동체가 한 블럭에서 U턴한 

후 역으로 직진하는 상태를 나타낸다. 이동체의 속

도는 일양 분포(Uniform distribution)로 결정한다. 

이동 속도를 정지(0 km/hr), 보행(3～5 km/hr), 자가

용(30～100 km/hr), 버스(10～70 km/hr)로 분류하고 

운행 동안 동일한 속도를 유지한다고 가정하 다. 

수신 신호 세기와 련된 시뮬 이션 라미터는 다

음과 같다. LOS/NLOS 환경 변화 상쇠 성분인 k2의 

범 는 20-50으로 가정한다. 한 path-loss에 의한 

평균 신호 감쇠는  거리의 3.5 배에 비례하고 

shadowing은 σ  = 6dB의 표  편차를 갖는 

log-normal 분포를 따른다.

9. 결론

본 연구에서는 퍼지를 이용한 다기  의사 결정 

방법을 사용하여 이동국의 치와 속도 추정이 어려

운 마이크로셀 에서의 성능 향상을 도모하 다. 지

까지 연구되어온 치 추정 방법들을 분석하고 문

제 을 제시하 고, 기존 방법의 추정 라미터인 

신호 세기 이외에 이동체와 기지국간의 거리, 이동

체의 이  치, 이동체의 이동 방향 등을 추정 

라미터로 사용하는 다기  의사 결정 방법을 제안하

여 추정의 정확도를 높 다.

마이크로셀 환경에서는 shadowing과 반사에 의하

여 동일한 평균 신호 세기 들의 모양이 원형이 아

닌 왜곡된 등고선으로 나타난다. 그러므로 지 까지 

치 추정 방법으로 연구되어온 AOA, TOA, 그리

고 TDOA등의 알고리즘으로는 마이크로셀 환경에서 

이동체의 치를 정확히 추정하는 것은 어렵다. 따

라서 본 연구에서는 퍼지를 이용한 다기  의사 결

정 방법을 사용하여 이동체가 치한 지역을 단계

으로 좁 서 최 의 블록을 추정하는 방식을 따르고 

있다. 이는 기존의 복잡한 치 추정과정을 단순화

시키고, 단계화 하여 이동체를 추정함으로써 이동체 

추정의 정 도를 높 다.

향후 연구 방향으로는 다른 치 추정 기법과의  

비교되는 시스템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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