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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paper considers the problem of time difference-of-arrival(TDOA) source localization when the TDOA and 
angle of arrival(AOA) measurements from an airborne emitter source are subject to ground-platform sensor position. 
The optimization of sensors' position is a challenging problem and a solution with good localization accuracy has 
yet to be found. This paper proposes an estimator that can achieve these purposes and provides optimized sensor 
position for good localization accuracy using the proposed estimator. The developed algorithm and sensor position 
are then examined under the special case of a single airborne source. The theoretical developments are supported 
by simulations.

Keywords : Position Localization( 치 탐지), Sensor Position(센서 치), Time Difference of Arrival(도착 시간차), 
Airborne Emitter(항공 방사체)

1. 서 론

  분산된 센서들을 이용하여, 방사하는 소스원의 치

측은 군사과학분야 에서는 이더분야[1,2], 소나분

야[3,4] 그리고 자 분야[5] 등에서 활용되고 있다. 치

를 탐지하는 일반 인 방법은 신호의 도착 각도(AOA 
: Angle of Arrival), 도착 시간(TOA : Time of Arriv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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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착 시간차(TDOA : Time Difference of Arrical)를 이

용한다. 본 논문에서는, 논의의 범 를 TDOA 기반에 

AOA를 보조 으로 활용하는 치 측에 을 두도

록 한다.
  지난 수 십년 동안, TDOA 치추정을 한 많은 알

고리즘들이 개발되었다. 그 일부는 기 치 값을 결

정 후에 반복  방법들(Iterative Methods)[5,6]로 emitter
의 치를 수렴해하는 기법을 사용하고, 다른 일부는 

방정식(Closed-form Solutions)형태
[7～9]로 효율 으로 계

산하는 기법을 사용한다. 이런 알고리즘들의 성능평가

는 부분 특정 emitter의 치를 토 로 알고리즘들

의 오차를 악하는데 그쳤다. 이러한 이유로 어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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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서들의 치  구성이 emitter의 특정 치 범 에

서 정확한 치정확도를 가질 수 있는지에 한 연구

는 최근에도 진행되지 않았다[10].
  본 논문에서는 지상 센서구조(Ground-Platform)로 항

공 방사체(Airborne Emitter)의 3차원 치를 식별하는 

( )스텔스( 의 항공기를 4개의 지상 센서를 활용

하여 치를 탐지) 기능을 가질 수 있도록, 한 기

존 알고리즘들을 본 목 에 맞도록 발   융합한 

알고리즘(Hybrid TDOA)을 제안한다. 한, 제안한 알

고리즘을 활용하여 스텔스 기능에 합한 지상센서

의 배치 구조를 제안한다. 알고리즘의 이론  타당성 

 평가는 기존 알고리즘의 논문
[6,8,9]  본 논문의 시

뮬 이션 결과로 신한다. TDOA를 한 시간 동기

화(Time Synchronization) 에러  해상도, 도착 방  에

러를 포함하여 시뮬 이션을 수행하 다.
  본 논문의 구성은 Section 2에서 본 논문의 의도를 

직 으로 이해하기 한 치탐지 시나리오로 구성

하고, Section 3에서는 본 애 리 이션에서 합한 알

고리즘들을 소개하고, 본 애 리 이션에 합하도록 

발   융합하여 Hybrid TDOA알고리즘으로 발 시

킬 것이다. Section 4에서는 제안한 알고리즘 기반으로 

원하는 치탐지범 에 합한 형태의 센서들의 치

구성을 한 시뮬 이션을 수행하 고, Section 5에서 

본 논문의 결론을 내렸다. 깊은 알고리즘의 이해를 

해 반드시 해당논문
[6,8,9]을 참조하기 바란다.

2. 치탐지 시나리오

  우리는 Fig. 1과 같이 N개의 stationary Ground platform 
station센서들의 치(si)와 측해야 할 unknown airborne 
emitter(t)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    … , (1)

    


  unknown airborne emitter로부터 수신한 신호로부터 

TDOA들과 각 센서마다 AOA를 확보한다. 확보한 

TDOA를 2-dimension(2D)용 Location On the Conic Axis 
(LOCA) 알고리즘

[8,9]을 이용하여 unknown emitter의 

치 2D좌표(X, Y좌표)를 알아낸다. 3D용 LOCA 알고리

즘을 사용하지 않는 이유는 LOCA알고리즘에서는 

어도 noncoplanner조건을 만족하는 4개의 센서 치로 

구성되어야 3D 치추정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즉 

스텔스용 지상 센서구조는 4개의 센서들이 서로 근

한 거리의 지표에 치 - 즉, noncoplanner구조의 센서

치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Fig. 1. Localization scenario, The solid circles are 

sensors, and the open triangle represents 

airborne emitter

  이 게 확보한 unknown emitter의 치 2D좌표와 항

공 emitter의 평균 고도정보를 Z좌표 값으로 하여, 
Taylor -Series Estimation의 기 측 값으로 할당한

다. 3D용 Taylor-Series Estimation 알고리즘을 TDOA와 

AOA 데이터까지 이용할 수 있는 형태로 발 시켜, 
로세싱 시간을 고려한 iteration을 수행함으로서 

unknown airborne emitter의 치정보(3D)를 확보한다. 
이 게 입수한 emitter 측 치정보는 실제 unknown 
emitter의 계로부터 오차 RMS를 확보한다. 이로서, 
알고리즘의 성능과 최 의 센서 치를 결정한다.

3. LOCA 알고리즘과 Taylor-Series Estimation

  본 Section에서는 Close-form 형태  성능이 뛰어난 

LOCA 알고리즘으로 2D형태의 unknown emitter의 치

를 추정하고, iteration을 통해 치탐지 정확도를 높일 

수 있는 Taylor-Series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emitter의 

치를 3D(X, Y, Z 좌표)까지 확장하여 의도한 치탐

지 정확도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
  첫 번째로, LOCA 알고리즘은 non-hyperbolic range 
difference를 이용하는 알고리즘으로 3개의 센서가 하

나의 pair를 이루어, 3개의 TDOA정보를 활용하여 

unknown emitter가 포함한 식 (8)을 산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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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Range difference concept, the unknown emitter 

on the axis[8]

  수식 (2)의 기하학  형태는 Fig. 2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지상 센서구조의 경우, 센서가 4개(N=4)인 경

우이므로, 수식 (2)와 같은 형태의 서로 다른 1차 수식

을 개만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최 의 unknown 

2D좌표를 Least Square(LS)를 이용하여 쉽게 계산할 수 

있다. 수식 (2)를 간단히 표 하면,   과 

같이 표 이 가능하다. unknown emitter의 2D좌표는 다

음의 LS방법에 의해 산출된다.

  
  (3)

  만약 노이즈가 심한 환경인 경우, TDOA Averaging[9]

을 통해 range difference의 bivector를 조정하여 노이즈 

효과를 일 수 있고, 결과 으로 같은 노이즈 환경에

서 확률 으로 보다 정확한 치를 탐지할 수 있다.
  TDOA Averaging의 개념은 다음과 같다. 측정한 

TDOA들이 실제 emitter의 치에 해, 이론 으로 노

이즈가 없을 경우에는 1 pair(3개의 센서)의 TDOA의 

합은 0이 되는 성질을 이용하여, Zero Mean Gaussian 
Noise의 효과를 TDOA의 Averaging을 통해 Cramer-Rao 
Lower Bound(CRLB)에 가까운 Minimum Variance 
Unbiased(MVU) Estimater[11]에 가까운 알고리즘을 구

할 수 있도록 TDOA값을 조정하는 것이다. Fig. 2를 

를 들어 설명하면, 노이즈가 없을 경우에는 1pair 센
서 TDOA들의 합이 0(    )인 성질을 

이용한다. Gaussian Noise가 있을 경우, 센서 1pair의 

TDOA의 합이 0이 되지 않으므로, 이의 평균값으로 

측정된 노이즈가 포함된 TDOA들로부터 빼주면, 확률

으로 노이즈를 제외시키는 효과를 갖기 때문이다. 
이를 수식 (9)로 표 하면 다음과 같다.

 
 
≠

   

for≤ ≺ ≤
 (4)

  정리하면, 측정한 TDOA를 Averaging을 통해 Gaussian 
노이즈를 확률 으로 제거하고, LOCA 알고리즘을 통

한 선형화된 수식을 LS를 통해 unknown emitter의 

2D(X, Y좌표)를 산출한다.
  두 번째로, Taylor Series를 기반으로 한 치추정방

법은 hyperbolic 비선형 모델을 taylor series를 이용하

여 선형  모델로 변환 후에, 최 에 실제 emitter에 

가까운 치에 상 emitter를 설정한 상태에서 본 알

고리즘의 iteration을 통해 실제 emitter의 치에 근

하게 수렴시키는 알고리즘이다. 이는 노이즈가 일정 

수  이하일 경우 가능하며, 어떻게 최  emitter의 

치 값을 실제 emitter의 치 근처의 값으로 기화할 

수 있으냐가 문제가 된다. 본 논문에서는 LOCA 알고

리즘, TDOA Averaging, AOA taylor series를 통해 

emitter의 기 치를 선정하여 실제 emitter에 가까운 

기 emitter 치를 선정하도록 한 후에, Hybrid TDOA 
Taylor 알고리즘을 통해 고도 측(Z좌표)에 활용함을 

보일 것이다. AOA기반의 Taylor Series을 이용한 3D 
치탐지를 한 수학  표 은 다음과 같다.

       
≅  arctan   

 (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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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여기서 는 i번째 센서의 AOA이며,   는 각

각 측된 emitter의 x, y, z 좌표를 의미한다. 그리고, 
  은 측된 emitter의 변 를 의미하며, 수식 

(5)를 LS를 활용하여 4개의 센서로부터 나온 4개의 

수식으로부터 계산한다. 이 게 산출한   는 수

식 (7)을 통해 측된 emitter와 연산하여, 실제 emitter
의 치로 추정하게 된다. 하지만,   의 값이 임

의의 임계값 이하로 수렴하기를 원한다면, iteration을 

반복하여 원하는 치정확도를 얻을 수 있도록 한다. 
TDOA기반의 Taylor Series를 이용한 3D 치탐지를 

한 수학  표 은 다음과 같다.

    
     
     
≅ 

 (8)

  수식 (8)을 개 만큼의 TDOA 련 수식을 가지고, 

수식 (5)와 마찬가지로 LS를 통해   를 얻을 수 

있다. 도출한 수식들은 over-determined한 경우에는 각 

방법(TDOA 혹은 AOA)의 LS로   를 구할 수 

있지만, iteration에 따른 빠른 측 emitter의 수렴을 

해, 본 논문에서는 각 수식을 융합하여 LS를 수행

하 다.
  지 까지 개념을 소개한 LOCA, TDOA Averaging, 
Taylor AOA estimation, Taylor TDOA estimation을 각 

장 을 살려 발   융합하여, 본 애 리 이션에 

합한 system algorithm을 제안한다. 비교  은 연산과 

zero mean 가우시안 노이즈에 강한 LOCA와 TDOA 
averaging을 융합하여, 측 emitter의 X, Y의 좌표롤 

얻고, 항공 emitter의 고도는 1km로 지정한다. 이 게 

선정한 기 측 emitter의 치 vector를 hybrid Taylor 
Series estimation(TDOA, AOA)를 통해 실제 emitter의 

고도를 추정하도록 한다. 본 논문에서는 실제 애 리

이션의 processing time을 고려하여 8번의 iteration을 

갖도록 설계하 다. 여기서 가정한 사항은 4개의 센서 

station 에 어도 1개 이상은 고도가 달라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수학 으로 3D 치탐지를 해서는 

센서들이 서로 다른 plane에 치 - 즉, plane에 센서들

이 치해야 한다고 가정하 다.
  지 까지 제안한 시스템 알고리즘을 한 기본 인 

개별 알고리즘들의 개념을 설명하고, 도출한 시스템알

고리즘의 process를 설명하 다.

4. 시뮬 이션 결과

  우리는 스텔스용 지상센서구조를 한 Hybrid 
TDOA 알고리즘을 통해 다음과 같은 조건에서 시뮬

이션을 수행하 다. 본 시뮬 이션 수치는 기존 논

문
[12]  해당 system 성능을 분석한 수치를 참조하

다.

Table 1. Simulation conditions

TDOA

해상도

Gaussian

noise dev.

(SNR 고려)

AOA error

(uniform 

noise)

Position

Iteration

10ns 4 3 도 100회

Taylor

Iteration

기 고도

좌표

LOCA

알고리즘

site선택

Taylor 

AOA site

선택

8회 1km

(1,2,3), 
(3,4,1)

TDOA : (1,2), 
(2,3), (3,4)

AOA : (1～4)

숫자는 센서 ID.를 의미하며

Table 2 참조 바람

  본 논문에서는 방 180도의 치탐지 범 에서 항

공 emitter를 탐지하는 것을 목 으로, 가장 합한 4
개 station 센서들을 구성하도록 한다. 이에 따라 지상

센서구조에 합한 station을 모든 가능한 경우의 try 
and error method를 통해 산출하 다. 본 논문에서는 

와 같은 조건을 최 의 경우라고 가정하지만, 다른 

애 리 이션에서는 이와 다른 경우가 최 의 station 
센서배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서로 다른 센서 배치

의 시뮬 이션 결과까지 도시하고자 한다. 각 경우에 

따른 station 센서의 배치는 Table 2와 같다.
  시뮬 이션은 쉬운 이해를 해 지표면(구형태)이 

아닌 직교좌표의 공간에서 수행하 으며, 원 부근에 

station이 치했다고 가정하고, 치 탐지 범 는 X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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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의 범 는 -400～400km, Y좌표의 범 는 -400～400 
km로 수행하 다. 제안한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station 
센서의 치에 따른 일반화를 해 각 좌표계를 10km
마다의 grid point들로 나 어, 각 하나의 포인트마다 

100번의 iteration을 수행한 후에 각 축에 한  RMS 
오차로 산출하여, 등고선  입체 등고선의 형태로 도

시하 다. Fig. 3～12는 Table 2의 경우에 한 극좌표

별 RMS 에러를 나타낸다.

Table 2. The condition of sensors' position

Case
sensor 

num.
X좌표 Y좌표 Z좌표 형상

1

1 -7.5 0 0

2 0 7.5 0

3 0 7.5 0.5

4 0 15 0

2

1 -22.5 7.5 0

2 -7.5 0 0

3 7.5 0 0.5

4 22.5 7.5 0

3

1 -30 -15 0

2 -15 0 0

3 15 0 0.5

4 30 -15 0

Fig. 3. Case 1 - X axis RMS error

Fig. 4. Case 1 - Y axis RMS error

Fig. 5. Case1 - Z axis RMS error

Fig. 6. Case 2 - X axis RMS err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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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Case 2 - Y axis RMS error

Fig. 8. Case 2 - Z axis RMS error

  1km 이상의 RMS 에러를 갖는 경우에 해서는 1km
로 표 하 다. 와 같이 용한 이유는, 특정 치의 

emitter에 해 station 센서의 치에 따라 치를 추

정하지 못하고 발산하는 부분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

로 인해 등고선 분석의 변별력이 낮아지기 때문에, 변

별력을 높이기 해 와 같이 조치하 다. Case 3의 

경우, Fig. 9～11, Table 3으로부터 방 180도에 가장 

근 하는 치정확도를 갖는 station 센서 치 조합임

을 확인 할 수 있다. TDOA 치탐지는 방향탐지를 

이용한 치 추정기법과 마찬가지로 Global Position 
Dilution of precision(GDOP)[5]가 발생하고, 특정 치에 

해 치를 탐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됨을 

확인 할 수 있다. 이를 개선하기 해, TDOA 이외에 

TOA나 AOA기법을 TDOA의 종속 이지 않고, 병렬

으로 사용하면, 치탐지가 되지 않는 부분은 개선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이는 차후 연구를 통해 진

행하도록 한다.

(a) 3D contour

(b) 2D contour

Fig. 9. Case 3 - X axis RMS Error

Table 3. 치오차 분석

Case
X축 RMS 

Error [km]

Y축 RMS 

Error [km]

Z축 RMS 

Error [km]

1 0.39 (60%) 0.32 (59%) 0.30 (90%)

2 0.23 (76%) 0.26 (89%) 0.26 (95%)

3 0.32 (92%) 0.23 (97%) 0.38 (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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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3D contour

(b) 2D contour

Fig. 10. Case 3 - Y axis RMS Error

  Fig. 12는 Case 3의 station 센서 치에서의 LOCA 
알고리즘과 TDOA Averaging만을 이용하여 2D(X, Y)

치탐지 RMS오차를 도시한 것으로 제안한 system 
알고리즘보다 지역 으로 좋은 치 오차를 가지지만, 
emitter의 고도 치를 측할 수 없다. 평균 0.15km 
치정확도를 지역 으로 향상을 원한다면, 해당 알고리

즘만으로 항공 emitter의 2D좌표를 확보하고, 제안한 

system 알고리즘으로 고도를 확보하도록 활용을 한다

면 지역 으로 향상된 치 정확도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Table 3의 각 축의 RMS 에러값은 모든 치좌표에 

해 치 오차가 아닌, 1km 미만의 치 측오차를 

갖는 값에 해 연산한 결과이다. 한 호의 퍼센트

는 모든 치좌표에 해 1km 미만의 치 측오차가 

존재하는 비율을 표 한 것이다. 곧 호안의 퍼센트

가 높을수록 의도한 치탐지범  반에 한 1km 

(a) 3D contour

(b) 2D contour

Fig. 11. Case 3 - Z axis RMS Error

 

(a) X axis RMS Error

  

(b) Y axis RMS Error

Fig. 12. Case 3 - RMS Error(LO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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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만의 치정확도를 가지는 경우가 많음을 의미한다. 
비록 정확도 수 만으로는 Case 2가 가장 높지만, 이

는 1km 미만의 에러가 차지하는 비율이 작은 가운데, 
1km 미만의 추정오차만으로 연산했기 때문이다. 따라

서, Case 3의 경우, 1km 미만의 에러가 차지하는 비율

이 높고, 1km 미만의 치정확도 한 원하는 수

(0.4km 미만 오차)을 만족하는 경우가 된다. 구지 1km 
미만만의 치에 한 치오차를 분석한 이유는 

station 센서의 치에 따라 GDOP의 향에 강한 알고

리즘을 확인하기 함이다.

5.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지상 센서구조 기반의 항공 emitter를 

식별할 수 있도록 기존의 뛰어난 알고리즘을 발 /융
합시켜, Hybrid TDOA system(LOCA, TDOA Averaging, 
Taylor series AOA, TDOA) 알고리즘을 제안했다. 한 

제안한 알고리즘으로 3D의 항공 emitter를 제한한 

치탐지 범  내에 합하도록 station 센서들의 모든 

치의 경우를 시뮬 이션하여, 그  특색있는 경우

에 해 시뮬 이션 결과를 분석하고, 본 애 리 이

션에 합한 센서의 치 구조를 도출하 다.
  TDOA기반의 치탐지는 GDOP  치탐지가 되지 

않는 치 sector가 존재하는데, 이는 차후 연구를 통

해 모든 원하는 치범 에서 치정확도를 가질 수 

있도록 진행하도록 한다.

후       기

  본 논문은 2009년부터 LIG넥스원 자 연구센터의 

자체 선행연구로 수행된 연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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