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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공통현을 이용한 삼변측량 기반 실내 측위의 경우 각 AP로부터 이동체까지의 거리를 구하여, 각 AP별로 해당 거

리를 반지름으로 하는 원을 이용하여 원들의 둘레가 교차 되는 접점들을 이용하여 이동체의 위치를 예상한다. 거리 

오차로 인하여 원 간의 접점이 생성되지 않는 경우, 위치 예상에 실패하게 된다. 본 논문에서는 이를 개선하기 위한 

알고리즘을 제안하였는데, 거리에 따라 반지름의 크기에 비례한 값을 임의로 추가하여 강제로 접점을 생성하여 예상 

위치를 생성한 뒤, 해당 원의 반지름에 추가된 임의 값과 원점으로부터, 거리에 따른 보정을 하였다. 기존 삼변측량의 

거리 오차로 인한 좌표 생성 실패 비율과 좌표 측위 오차를 최소화하는 발전된 알고리즘을 제안하고 시스템을 제작

하여 성능을 분석하였다.

ABSTRACT

Indoor positioning based on trilateration using common chord estimates location of a mobile subject by using 
intersection points between each circles which the radius is same as distance between the mobile subject and each 
radio-frequency transmitter. However, if the intersection points are not found due to error of the distance measurement, 
it causes failure of estimating the mobile subject’s location. To prevent this case, numbers which is proportionate to 
radius of each circles, are temporarily added to each distances in order to lengthen radius of the circles. Although the 
estimated location includes error due to the radius extension, it is corrected again by the added value and distance from 
reference point. With introduction of the advanced correction algorithm, potential issues of existing trilateration such as 
failure of estimating location and distance measurement error will be minimiz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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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사회 전반적으로 안전의 중요성이 부각되어 실내·외 

측위 시스템 (PS: Positioning System)이 다양한 산업에 

걸쳐 요구되고 있으며, 무선네트워크 기술의 발전과 하

드웨어의 비약적인 소형화에 힘입어 활성화되고 있다. 
작업자 및 이동 장비 측위의 경우 RFID, BLE(Bluetooth 
Low Energy) Beacon, UWB(Ultra Wide Band), WiFi, 
GPS 등의 기술을 활용하고 있으나, 조선소와 같이 전파

에 간섭을 미치는 금속으로 둘러싸인 작업 환경과 블록

의 이동이 잦은 특성상 어느 한 기술만 적용하기 힘든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기존에 설치된 여러 인

프라를 활용하며, 최소한의 투자를 통해 여러 측위 기술

을 통하여 얻은 측위 정보를 연동하고 복합적으로 분석

하는 고정밀 복합 측위 알고리즘을 개발이 필요하다. 이
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총 6가지 측위 기술들이 주목을 

받고 있다 [1]. <표1>은 대표적인 위치 추적 방법에 대

한 특징이다.

Tech Method Accuracy Feature

UWB ToA, TDoA, AoA 6cm
~1.5m High Accuracy

RFID RSSI 10cm
~2m

Strong to obstruction 
(High penetration)

BLE
Beacon

RSSI, Proximity, 
AoA

30cm
~2m

Relatively cheap and 
high compatibility

Wi-Fi
RSSI, 

Trilateration,
fingerprinting

30cm
~ 2m

uses existing 
equipment 

(transmitter)

IMU
Inertial sensors
(Accelerometer, 

Gyro, Geomagnetic)

No transmitter, 
Cumulative error 

correction required

GPS
Pseudorange, 
Code-phase 
differential

10
~100m

easy to obtain 
location coordinate 

and time info

Table. 1 Feature and base method of positioning 
technologies.

기술적인 방법을 보면, 위치를 예상하여 보정하는 여

러 가지의 연구가 관련 산업에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

다. 일반적인 복합 측위의 구조를 자세히 보면 조선소 

현장 및 실생활에서도 흔히 사용되는 RFID를 이용하여 

구역을 확인하고 공장 등에 이미 구축되어있는 WiFi 인

프라와 더불어 BLE 비콘, 정밀한 측위가 가능한 UWB
를 기술별로 RSSI 값을 기반으로 발신기로부터 거리를 

각자 계산 후 특정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삼변측량 정확

도를 높이고 환경 특성 및 경험기반 통계에 따른 우선순

위와 상호 보정을 통하여 정밀한 좌표를 예상한다. 그리

고 IMU(Inertial Measurement Unit, 관성장치)를 이용하

여 AP와 같은 신호 발신 장치가 없는 음영지역에서 이

동 방향과 거리를 기반으로 측위 한다. 일반적으로 실외 

측위를 위하여 가장 보편적인 방법은 GPS(Global 
Positioning System)를 이용한다.

이러한 삼변측량을 이용한 측위가 일반적으로 메인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공통현 기반의 삼변측량 알고리즘의 문제점을 분석하

고, 개선된 알고리즘을 추가하여 잠재적인 문제점을 부

분 보정을 통하여, 알고리즘의 개선을 통한 복합 측위 

장치를 개발하여, 해당 알고리즘의 적용 및 미적용하에

서의 성능을 비교 분석한다. 

Ⅱ. 본  론

2.1. 기존 연구

국내·외적으로 LBS(Location Based Service) 산업은 

다양한 산업에서의 IoT 장비의 도입, 고속 통신 네트워

크 인프라의 확산, 실시간 위치추적 및 광고·마케팅 등 

위치추적 및 내비게이션 관련 어플리케이션의 수요 증

가로 사업이 급성장하고 있는 상황이다[1]. 이와 함께 

여러 가지 측위 측정 기술 관련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특히, GPS 혹은 GNSS 등을 이용한 정밀 실외 측위, 애
플과 구글 등 국제 대기업의 실내 측위를 위한 BLE 표
준 배포 등, 거리 기반의 삼변측량법의 고도화를 위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2019년 국내 LBS 관련 

서비스 및 콘텐츠 제공현황을 살펴보면, ‘대인/대물 위

치추적 및 관제 서비스’(37.4%)가 1위이며 연구·개발 

수행현황은 ‘기존 서비스 고도화에 집중’이 51.0%로 가

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을 보아 국내에서 또한 기존 

기술을 응용 및 고도화 관련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2].
측위 기술들을 복합적으로 사용한 실내 측위의 성능 

고도화 연구의 경우, 국외에서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는데 캐나다 Windsor 대학의 Shuo Li는 WiFi, 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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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FID, UWB, 초음파 등을 복합적으로 사용하여 성능 분

석, AP 혹은 수신기 위치 최적화, 안정화를 위한 알고리

즘을 소개하였다[3]. 네덜란드에 BLE와 WiFi Radiomap 
기술을 복합적으로 사용한 실내 측위 기술을 제안하였

으며[4], 대만 Taipei 공과 대학[5]과 중국 Jiatong 대학

[6], 상해의 Tongji 대학[7]에서는 실내 측위에서 UWB
와 IMU 융합을 통하여 UWB를 통한 정밀한 측위를 실

현하고 UWB 음영지역에서 IMU를 이용하여 측위 지속

성(positioning continuity)을 유지하는 연구가 경쟁적으

로 이루어지고 있다.
국내 또한 복합 측위 관련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동명 대학교에서는 공통현을 이용하여 삼변측

위를 소개하였으며[8], 스마트폰을 이동체로 이용하여 

실내 측위를 위한 무선 네트워크를 복합적으로 이용한 

방법을 소개하였다[9]. 한국통신학회에서 2017년 발표

된 실내 측위 자원 및 사용자 환경에 적응적인 복합 위

치 인식 시스템 구조 설계[10], 재난 환경에서 LoRaWAN
기반 무선통신 단절 회피 알고리즘[11]이 있으며, BLE
과 IMU를 복합적으로 사용하여 정밀 실내 측위 알고리

즘을 연구한 한국정보통신협회의 연구가 기술적인 진

척을 이루고 있다[12]. 
기존의 연구들은 대체로 라디오 주파수(Radio Frequency)

의 RSSI 등을 이용하여, 거리값 기반의 삼변 측량법을 

통한 정밀한 측위를 실현하고, 음영지역에서 관성 장치 

혹은 타 측위 기술을 통하여 보정보다는 측위 지속성을 

위한 보조로서 사용하여 위치 측위 정밀도가 거리 기반 

삼변측량 법에 크게 의존하는 방법을 기반으로 하고 있

다. 이러한 기술은 초기 거리의 측정 오차로 삼변측량으

로 이동체 좌표 추정에 실패할 경우, 정밀도가 상대적으

로 측위 정밀도가 부족한 관성 장치에 의존하거나 최종 

위치 추정이 불가능한 상황이 초래될 수 있는 큰 위험을 

잠재적으로 지니게 된다.
이를 부분적 예방을 위하여 사전에 기술별, AP별로 

AP부터 이동체까지 거리에 따른 예상 거리값과 그에 따

른 오차를 확인 후 초기 거리 측정 시 실제 거리보다 짧

게 측정된 경우 적용한다. 초기 거리 측정의 오차를 최

소화, 측위 성공률과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알고리즘을 

제안하고자 한다.

2.2. 제안 알고리즘

2.2.1. 기존 연구

기존 연구에서 적용된 삼변측량법의 원리와 공통현

을 응용한 방법은 BLE 시스템을 가정하여, 이동체는

‘이동노드’로 AP는 ‘비컨노드’로서 정의한다. 삼변측량

이란 삼각형의 기하학을 기반으로 2개 이상의 기준점과 

측정 하고자 하는 이동체와의 거리를 이용하는 측량 방

법이다. 이 삼변측량은 이동체의 위치를 구하기 위하여 

최소 3개의 기준점이 필요하다. 

Fig. 1 Measurement of Trilateration

(그림 1)을 참고하여 삼변측량법에서 이동체의 위치

는 먼저 각 기준점  과 이동체(지점)까지의 

거리값  을 구한 후, 해당 거리값을 기준점과 

이동체의 좌표  간의 거리에 적용 및 연립하여 

이동체의 좌표를 구할 수 있다.

Fig. 2 Example of Beacon Node and Moving Node

일반 삼변측량의 경우, 고도차가 없는 평면의 2차원

을 기반으로 하는데, 실생활에서는 전자기파의 굴절에 

따른 시간 지연 최소화를 위해 (그림 2)와 같이 방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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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없는 천정에 배치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인식

하여야 하는 이동 노드가 비컨 노드보다 아래쪽에 위치

하므로 고전적인 삼각측량법으로 측정하면 비컨 노드

와 이동 노드 간의 오차가 증가하게 된다.
이유는 비컨 노드와 이동 노드 간의 높이를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즉, (그림 2)에서 보면 실험 장소에서 

노드 A, B, C가 천장에 배치되어 있고, 인식되어야 하는 

이동 노드가 바닥에 있다고 가정할 때, 천장에 배치된 

비컨 노드들과 이동 노드와의 거리는 각각   가 

된다.

Fig. 3 Layout of Beacon and Moving Node

그런데, 비컨노드와 이동노드의 배치를 평면으로 가

정할 경우 (그림 2)의 배치형태는 (그림 3)으로 표현되

는데, 이동노드와 비컨노드간의 거리를 반지름으로 하

는 3개의 원은 둘레가 어느 한 점에서 서로 정확하게 교

차하지 않는다. 따라서 3개의 원이 모두 겹치는 영역이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이동노드의 정확한 위치를 예상

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비컨노드와 이동노드가 다른 높

이에 있더라도 정확한 이동노드의 위치를 인식할 방법

이 필요하다.
공통현의 교차점을 이용한 삼각측량법은 지금까지 

사용된 고전적인 삼각측량법을 개선한 방법으로 비컨

노드(A, B, C)와 이동노드(M)간의 거리 값을 반지름으

로 하는 3개의 원에서 서로의 공통현을 이용한다.
공통현들의 교차점을 이용한 삼각측량법은 (그림 4)

와 같이 비컨노드 A, B, C가 이동노드 M과 이루는 거리

를 반지름으로 하는 원을 각각 형성한다. 3개의 원은 서

로 중첩되는데, 이때 중첩으로 인해 발생하는 원둘레의 

교차점을 이어 공통현 선분을 연결한다. 이렇게 도출된 

3개의 공통현이 교차하는 위치가 이동 노드의 정확한 

좌표가 된다.

Fig. 4 Measurement by Interconnection Node

실제로 3차원 개념으로 길이를 구하였으나, 평면도

로 보는 2차원이므로 공통현의 교차점 기반 삼각측량법

으로 이동노드의 좌표 x, y를 구하는 공식을 알기 위해

서는 우선 공통현을 구하는 공식이 필요하다.
우선 공통현을 구하기 위해 두 원의 접점  을 

구하는 공식은 아래와 같다.

    cos





tan  

 
± cos 








  

  



 

   
  

 








   sin





tan  

 
± cos 








  

  



 

  
   

 








위 공식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아래 공식들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1)




 
 (2)

 cos (3)

  sin (4)

(1)번 공식은  점을 중심으로 하는 원 


 

  
 과 접점  의 접선의 공식

(2)번 공식은  점을 중심으로 하는 원 


 

  
 과 접점  의 접선의 공식

(3)번 공식은 (1)번 원에서 접점  에서 삼각함

수를 이용하여 를 구하는 공식 

(4)번 공식은 (1)번 원에서 접점  에서 삼각함

수를 이용하여 를 구하는 공식 

※ 은 원의 반지름 (원 중심에서 접점까지 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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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 식에 (3), (4)번 식의 값을 대입하면

  cos 
   sin 

  
 (5)

와 같이 나타난다.

         (a)

와 같이 가정할 때, (5)번식에서 (a)가정을 이용하면,

 cos
  sin

  
 (6)

와 같이 나타나며, 제곱을 적용 및 괄호를 풀면


cos  cos  

 
sin  sin  

 
(7)

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간략하게 나타내면,


 

      cos   sin 

                                    tan
  (8)

와 같이 정리 된다.

   (b)

∅tan
 (c)

와 같이 가정하고, (8)식에 (b), (c) 가정을 이용하면




  cos∅ (9)

와 같이 나타나며,   값을 구하는 식으로 변경하면,

 ∅±cos



   (10)

와 같이 정리된다.
  값에 대한 공식인 (10)번 공식을, 값을 구하기 위한 

(3)식에 적용하면

 cos∅±cos



   (11)

(11)식에 (c)가정을 풀어 적용하면 (12)식처럼 나타나

며,

  costan  ±cos 

 

    (12)

(12)식에 (a), (b)가정을 적용하면 (13)처럼 정리된다.

  cos





tan  

 
±cos 








  

   



 

  
   

 









(13)

동일하게 값을 구하기 위하여 (4)식에 적용하면 아래 

(14)번 (15)번 공식과 같이 나타난다.

  sintan  ±cos 

 

    (14)

  sin





tan  

 
±cos 








  

   



 

   
  

 









(15)

두 원의 접점의 경우 접점이 2개, 1개, 0개인 경우가 

나타나는데 2개인 경우는 두 원이 겹치는 경우이며, 1개
인 경우는 정확히 두 원이 접하는 경우, 0개인 경우는 서

로 겹치는 곳이 없는 경우이다. 두 개의 접점이 나타나

는 경우 두 접점을 지나는 1차원 방정식을 통하여 해당 

두 원의 공통현 방정식을 구할 수 있다. 측위 기술별로 

사용 AP 갯수 만큼의 원이 나타나면 각 원 간의 공통현

을 지나는 선들이 교차하는 접점을 구하여 해당 이동체

의 위치를 추정할 수 있다. 

2.2.2. 삼변측량에 적용한 발전된 알고리즘

기존 연구에서 소개한 공통현을 이용한 삼변측량법

은 장애물에 의한 전파 굴절 및 왜곡, 벽 등에 의한 전파 

반사 등으로 인한 문제점을 가진다. AP로부터 이동체까

지의 거리에 오차가 발생할 경우, 잘못된 위치를 예상하

는 등의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 특히, AP에서 이동체

까지의 거리를 실제 거리보다 짧게 측위되는 경우 해당 

원이 다른 원과 접점을 생성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여 

측위 자체를 실패할 수도 있다. 그리고 해당 문제로 좌

푯값을 계산하지 못하는 경우가 특정 영역(주로 기둥 등

으로 막혀 있거나 금속이 밀집된 곳)에서 상당수 발생

한다.
이를 보정하기 위하여 우선 방해물이 없는 환경에서 

사전에 AP별로 이동체까지 거리에 추정하고 실제 거리

와 비교하여 AP별 실제 거리에 따른 거리 측정 오차를 

사전에 확인한다. 그 후 삼변측량 시 원 사이 접점이 발

생하지 않을 때, 확인하였던 AP별 실제 거리에 따른 거

리 측정 오차를 감안하여 거리를 재추측하여 접점 생성 

여부를 재확인한다.
재확인 후에도 교차하는 접점이 생성되지 않는 경우, 

거리 측정 오차를 감안하여 재추측된 거리값을 시작으

로 각 거리값(원의 반지름)을 임의로 연장하여 강제로 

교차하는 접점을 생성한다. 반지름 연장을 위한 임의 추

가 값은 각 원의 반지름에 비례한 값을 사용하여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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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차가 발생할 위험성을 최소화하며, 거리의 연장은 최

대 원래 반지름의 1.5배로 제한하여 거리가 무제한 늘어

나더라도 접점이 생겨날 수 없는 상황과 구분토록 하였

다. 이 원리는 각 원의 반지름별 비율에 맞춰 반지름을 

연장하더라도 해당 원의 접점을 지나는 방정식의 기울

기는 변하지 않는 것을 이용하여 좌표의 신뢰성을 유지

할 수 있다.
거리에 임의로 추가하는 값이 비례한 값이 아닌 상수

를 추가할 경우 두 접점을 지나는 공통현 방정식의 기울

기가 변경되어 아래 (그림 5)와 같이 나타난다.

Fig. 5 Distance Extension Applied

(그림 5)에 파란점은 0, 주황점은 50cm , 회색점은 1m
를 상수값으로 거리에 임의 추가 시의 화면으로 우선 무

보정(파란점) 시에는 접점이 발생하지 않아, 좌표가 생

성되지 않는 사례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임
의 추가 값이 상수이므로 기울기의 변화로 오차가 발생

하며 상수값의 크기가 클수록 원점으로부터 더 멀게(오
차 값이 더욱 크게) 측정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X축 

상의 오차 변화(그림 6), Y축 상의 오차 변화(그림 7)를 

통하여서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8)은 상수값이 아닌 각 원의 반지름값 비율에 

맞춰 원별로 적용한 경우 나타난 좌표화면으로 모든 좌

표값이 거의 회색으로 그려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
는 무보정 좌표와 임의의 비례값을 거리에 보정하여 얻

어낸 좌표 간에 거의 오차가 없음을 나타낸다. 

Fig. 6 X Axis By Distance Extension

Fig. 7 Y Axis By Distance Extension

Fig. 8 Layout of Distance Extension By Rat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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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 복합 측위 장치 시제품 제작

알고리즘 성능 확인을 위해 복합 측위 장치를 (그림 

9)와 같이 설계, 제작하였으며, UWB, BLE, WiFi 감도 

측정 기반 측위 모듈과 함께 IMU, GPS 모듈이 탑재된 

장치로 UWB 발신기, BLE Beacon, WiFi 라우터(이후

‘기술별 발신기’) 설치 환경에서 테스트하였다. 

Fig. 9 Hybrid Positioning Device (Experimental) 

테스트 환경을 위한 측위 시스템구축은 아래 (그림 

10)과 같은 구조로 설계되었다.

Fig. 10 Test bed of Measurement

해당 측위 장치는 기술별 발신기로부터 수신한 전파

를 기반으로 RSSI값 등 Data를 LTE 통신을 통해 서버

(수집&모니터링 PC)로 송신한다. 서버 내의 Data M/W
는 수신된 Data를 (그림 11)과 같이 화면에 표시 및 프로

토콜 표준에 따라 변환하여 저장한다. 그리고 모니터링 

S/W에서 해당 Data를 기반으로 측위 기술별 분석·연산·
보정하여 화면에 표시한다. 모니터링 S/W는 두 가지 버

전이 존재하며 모두 영점 (0, 0)의 위치와 기술별 발신기 

위치, 1m 간격의 격자 선을 배경에 배치하고 이동체의 

위치를 표시토록 설계되었다.

Fig. 11 Layout of Data M/W 

실제 테스트 환경은 (그림 12)와 같이 가로 8m, 세로 

12m 길이의 실내에서 이루어졌으며 기술별 발신기들은 

사방 모퉁이의 천정에 설치되었다.

Fig. 12 Experimental Setup for Test (8m × 12m) 

테스트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서버(수집&모니터링 PC)에서 Data M/W와 모니터링 

S/W 실행 및 작동 확인.
2. 영점위치(실제 환경에서 정중앙)로 복합 측위 장치 

이동 및 전원 On.
3. Data M/W와 모니터링 S/W에서 Data 수신 확인 후부

터 아래 조건에 따라 이동체를 이동하며 테스트.
- 원 반지름 보정 알고리즘 미적용 상태로 5회
- 원 반지름 보정 알고리즘 비율값 적용 상태로 5회
- 원 반지름 보정 알고리즘 상수값 적용 상태로 5회

4. 이동 테스트 후 지정된 좌표에 이동체 위치.
5. 원 반지름 보정 알고리즘 거리별 오차 보정 적용/미적

용 확인을 위한 측위 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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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 좌표 –검은색 점

- 미적용 좌표 –빨간색 점

6. 원 반지름 보정 알고리즘 적용/미적용 확인을 위한 측

위 5회.
- 실제 테스트 환경 내 이동체가 위치한 좌푯값과 모

니터링 S/W 화면상 측위 장치(이동체)의 현재 좌푯

값을 확인 후 좌표 간 거리(오차 거리) 확인.
※피타고라스의 정리 이용 대각선 길이 측정

장치가 놓인 위치 좌표    과 모니터링 S/W 

화면 좌표    간 오차 거리

=         

2.2.4. 실험 결과

(그림 13)과 (그림 14)는 테스트 절차 3번 상의 원 반

지름 보정 알고리즘 미적용 상태와 적용 상태에서 나타

난 모니터링 화면이다.

Fig. 13 Adjustment of Circular Radius
(Non-application of Data)

Fig. 14 Adjustment of Circular Radius 
(Application of Proportional Adjustment Value) 

(그림 13)과 (그림 14)는 동일한 이동 경로를 이용하

여, 측위 및 표시한 것으로 원 반지름 보정 알고리즘이 

미적용된 (그림 13)을 참고하면. 가장 측위가 용이한 원

점 위치에서의 측위를 제외하고는 측위 실패로 인하여 

좌표가 화면에 표시되지 않는 경우가 예상보다 빈번한 

것을 알 수 있다. 그에 비해 (그림 14) 보정 알고리즘이 

적용된 경우는 거의 모든 이동 경로를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그림 14)의 하단 좌측의 발신기를 살짝 넘어 표

시된 좌표로 보아 약 0.5m 정도의 오차가 있음을 추측해 

볼 수 있다.

Fig. 15 Adjustment of Circular Radius 
(Application of Constant Adjustment Value) 

(그림 15)는 원 반지름 보정 알고리즘에서 상수값을 

적용 후 테스트하여 표시한 화면으로 빨간색 점은 무보

정, 파란점은 50cm 상수값 추가, 녹색점은 1m 상수값 

추가 좌표이다. “2.2.2. 삼변측량에 적용한 발전 알고리

즘”에서 확인한 것과 같이, 상수를 적용할 경우 원 간 접

점 방정식의 기울기 변화로 인하여 보정 상수값이 높을

수록 원점에서부터 더 멀어지는 현상을 확인할 수 있다.

Fig. 16 Comparison of distance error adjus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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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은 원거리 보정 알고리즘을 적용 전 발신기

별로 거리에 따른 오차를 확인하여, 거리값의 수정을 적

용하지 않은 경우의 측위 화면이다. 이동체는 (1, 3)의 

좌표에 위치되어 있는 상황이며,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

는 것과 같이 거리에 따른 보정값이 적용되지 않은 빨간

점이 보정값이 적용된 검은점에 비하여 미미하게 (1, 3)
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아래의 (그림 17)와 (그림 18)는 거리 별 오차 보정과 

비율에 따른 거리 값 추가 보정을 적용한 상태로 정확도

를 측정한 결과이다.

Fig. 17 Layout After Adjustment (-4, 2) 

Fig. 18 Layout After Adjustment (3, -2)

위 테스트를 포함하여 각자 다른 위치에서 5회 시행

하였으며, 오차 평균 1.19m를 기록하였다. 이는 실험 환

경 (그림 12)에서 볼 수 있듯이 영점 좌표 후면 쪽에 위

치한 기둥으로 인하여, 거리 측정에 따른 영향이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실제 해당 기둥에 근접하여 이동체

를 위치할 경우, 측위 좌표의 오차율이 증가함을 확인하

였다.

Ⅲ. 성능 평가

우선 삼변측량으로 위치 추정에 실패한 경우 거리 값

의(원의 반지름) 연장으로 인하여, 이를 보정 하기 위하

여, 강제 추정 위치를 생성하는 알고리즘을 구현한 경우 

92% 성공률을 보였다. 아래 표 2는 위 테스트 절차 3번
의 원 반지름 보정 알고리즘 미적용 시와 비율값 적용 

시 측위된 Data들로 좌표 생성 성공률을 정리 한 것이다. 
복합 측위 장치로부터 총 147번의 Data를 수신하여 보

정 미적용 시에는 좌표 생성을 57번(39%) 성공하였으

며 비율값으로 보정 적용시에는 131번(92%) 성공하였

다. 해당 알고리즘을 적용 후에도 발견되지 않은 8%의 

경우는, 테스트 환경에 위치한 기둥의 근접에 따른 특정 

AP에서부터의 거리 값에 큰 오차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

되었다.

Total Original Advanced

Count 147 57 131

Success Rate 100% 39% 92%

Table. 2 Coordinates By Triple Measurement 

또한, 원 반지름 보정 알고리즘을 비율 값으로 보정하

였을 경우, 실제 이동체가 놓인 위치와 비교하여 아래 

표 3과 같이 5번 실험한 결과, 위치 정확도 평균은 1.19m
로 나타났다.

1st 2nd 3rd 4th 5th Avg.

Positioning
Accuracy 1.26 m 0.98 m 0.93 m 1.47 m 1.31 m 1.19 m

Response
Time 0.96 sec 0.88 sec 0.89 sec 0.9 sec 0.92 sec 0.91 sec

Table. 3 Accuracy of Positioning and Response Time

Ⅳ. 결  론

본 논문에서는 공통현 기반 삼변측량 보정 알고리즘 

및 복합 측위 시스템을 설계 구현하였다. 실험 결과, 제
안된 알고리즘인 삼변측량법 알고리즘이 기존 삼변측

량법과 비교하여, 큰 폭으로 높은 좌 및 생성율을 보여

주었다. 테스트 환경에서 기둥 등의 방해물을 의도적으

로 위치하여, 환경의 영향을 받아 발신기들의 위치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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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에 적절히 중복되지 않도록, 고정된 환경에서 심각한 

거리 오차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삼변측량의 잠재적 위

험 요소를 부분적으로 해소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

며, 위치의 보정을 위한 개선된 알고리즘을 통하여 성능

이 개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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