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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paper proposes a new global positioning system (GPS) receiver algorithm to improve the positioning accuracy of a 

transporter using fault detection and isolation techniques from satellite signals. To improve the positioning accuracy, several factors 

including a feasible number of satellite signals, SNR, NAV Measurement Quality Indicator (mesQI), and Doppler, among others, 

have been utilized in the proposed algorithm. To increase the number of feasible satellite signals, an erroneous satellite signal has 

been replaced by the previous one. In conventional approaches, received GPS signals are analyzed and directly determined to be 

contaminated or not. The only clean signals are utilized for identifying the current location. This fault detection and isolation (FDI) 

feasibility test is popular for commercial GPS receivers. In the urban environment, especially near a building, the feasible number of 

satellite signals becomes insufficient to position the transporter. To overcome this problem, satellite signals are efficiently selected 

and recovered. Additionally, using the proposed GPS receiver algorithm, a feasible number of satellite signals can be increased, 

thereby improving the positional accuracy. Real world experiments using a transporter that carries blocks in a shipyard have 

demonstrated the superiority of the proposed algorithm compared to conventional approach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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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위치인식의 경우 항공, 선박, 군사, 무인자동차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시스템에서 사용되는 위치

인식의 경우 정확한 위치를 추정하는 것이 중요하며, 그 중 

대표적인 시스템으로 GPS (Global Positioning System)가 있다

[1-3]. GPS는 대표적인 위성항법 기반의 전파항법장치이며, 

20,200 km 이상 떨어진 우주공간상에 존재하는 32개의 인공 

위성에서 송출되는 신호를 위성에서 GPS 수신기까지 전파의 

도달 시간을 측정하여 거리를 구한 후 삼변측량법을 이용하

여 현재의 위치를 측정한다[4,5]. 이러한 특성상 지상에 있는 

GPS 수신기에서 위성에서 송출되는 신호를 정확히 수신 할 

수 있어야 현재의 위치를 정확하게 추정하는 것이 가능하다. 

하지만 신호가 수신기까지 도달하는 동안 위성 궤도 오차, 

위성 시계 오차, 전리층 지연, 대류층 지연, 다중 경로 오차, 

수신기 관련 오차 등 위성항법시스템에서 발생하는 오차 요

인으로 인해 신호에 이상이 발생하여 정확한 위치를 계산하

지 못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6-10]. 

일반적으로 GPS를 이용하여 위치를 추정하기 위해 GPS 

수신기의 경우 수신된 신호 중 신호의 세기가 약한 위성의 

정보를 배제한 후 DOP (Dilution of precision)가 작은 위성 조

합을 선택하여 위치를 계산하여 제공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11-13].  

하지만 조선소와 같은 산업현장의 경우 주변 환경이 큰 

공장, 크레인, 산업 구조물 등 위성의 신호를 방해하는 요

소들이 많이 존재한다. 때문에 위성신호가 다중경로오차가 

자주 발생하고 신호 잡음이 발생하는 현상이 생기며 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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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트랜스포터의 작업 환경. 

Fig.  1. Working environment of the transpor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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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여 제공되는 위치의 오차가 크게 발생한다[4-7]. 예를 

들면 그림 1과 같이 트랜스포터와 같은 이동체의 경우 큰 

블록과 같은 물건을 적재하여 다른 장소로 이동하는 경우

가 많은데 이때 대부분의 환경이 공장 입구, 구조물 근처이

며 이러한 장소에서 10~30분 가량 대기 후 출발을 하는 경

우가 발생한다.  

이와 같은 상황은 실내와 실외의 경계가 모호한 지역이 되

지만, 이때 위성신호가 들어오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이를 활

용하여 위치를 구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특히 이런 환

경에서 이동체가 장시간 정지해 있다가 다시 움직이게 되면 

위성신호의 오차로 인하여 초기 위치에서 크게 벗어난 지점

에서 위치를 추정하게 된다. 그래서 단순히 위성 신호의 세

기와 DOP만을 이용하여 판단을 할 경우 위치 오차가 많이 

발생하거나 가용 위성이 많이 배제되는 현상 등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위성 신호의 오류에 대

하여 이상여부를 감시하고 신호 오차에 대하여 보상할 수 있

는 기법들이 필요하다[14-16].  

본 논문에서는 위와 같은 특수한 환경에서의 위성 신호의 

감시 및 가용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사용되는 오류 검출 

및 배제 (FDI: Fault Detection and Isolation) 기법[17-19]을 상황

에 맞게 알고리즘을 구성하여 정적 상태에서 안정적인 위치

를 추정할 수 있도록 한다. 알고리즘은 FDI 기법의 구성을 

위해 SNR (Signal to noise), Doppler, mesQI (measurement Quality 

Indicator), 다중경로오차 등을 이용하여 오류가 발생한 위성

을 검출 후 배제한 후 배제된 위성의 경우 이전의 안정적인 

가시위성의 정보로 대체하여 새롭게 HDOP를 구성하고 최종 

위치를 제공하여 위치의 정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한다.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II장에서는 이동체의 위치추정

을 위한 위성항법시스템과 측위법을 설명하는 GPS 위치 결

정 측위 시스템에 대해 소개하고 III장에서는 위성신호의 신

뢰성과 오류 검출 및 배제 기법에 대해 소개한다. IV장에서

는 정적 상태의 이동체의 위치추정 문제점에 대해 소개하고, 

V장에서는 위성의 정보 분석을 통해 새롭게 구성된 정적 상

태의 이동체의 위치 추정을 위한 오류 검출 및 배제 기법을 

설명한다. VI장에서는 실험을 통하여 제안한 알고리즘의 성

능을 검증하며 마지막으로 VII장에서 결론을 맺는다. 

 

II. GPS 위치 결정 측위 시스템 

1. 위성 항법 시스템 

GPS 는 우주공간상에 위치한 위성을 이용하여 지상의 위

치를 파악하는 기술을 의미한다. 위성신호가 지상에 존재하

는 GPS 수신기까지 도달하는 시간을 통해 측정되는 위성과

의 실제거리를 이용하여 GPS 수신기의 위치를 결정한다. 각 

위성과의 거리는 위성좌표를 중심으로 하는 하나의 구면으

로 표현이 가능하며, 이때 생성되는 구면의 교점이 GPS 수

신기의 위치가 된다. 이러한 방법을 이용하여 현재 위치한 

GPS 수신기의 위도, 경도, 고도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3개의 

위성이 필요하다. 식 (1)은 위성과 GPS 수신기 간의 거리를 

구하는 식이다. 

 
S

R
ρ ρ ρ= −   (1) 

여기서 ρ 는 위성과 GPS 수신기 간의 물리적인 실제거리를 

의미하며, s

ρ 는 위성의 좌표, 
R

ρ 은 ECEF (Earth Centered 

Earth Fixed)을 기준으로 하는 GPS 수신기의 위치벡터를 의미

한다. 일반적으로 위와 같이 3개의 위성을 이용하여 위치를 

결정할 수 있지만 각 위성이 우주공간상에 정지해 있고, 위

성과 GPS 수신기에서 사용되는 시계가 동일한 성능을 가진

다는 전제 하에서만 가능하다. 그러나 위성은 지구를 중심으

로 궤도상으로 회전하고 있으며 GPS 수신기에서 사용되는 

시계는 위성에서 사용되는 시계보다 상대적으로 정밀도가 

낮은 시계를 사용하기 때문에 위성과 수신기 간의 시계오차

가 발생하게 된다. 만약 1 us의 시계오차가 발생하면 위성과 

수신기간의 물리적인 거리오차가 300 m가 발생하며 이는 위

성에서 송신하는 신호의 속도가 진공 상태에서의 빛의 속도

인 
8

3.0 10× m/s와 동일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시계오차가 누

적될수록 더 많은 거리 오차가 발생하여 GPS 수신기의 정밀

한 위치결정이 불가능해진다. 이러한 시계오차를 보상하기 

위해 위성과 수신기간 측정된 거리에 시계 오차를 보상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최소 4개 이상의 위성 신호가 필요하다. 시

계오차를 고려하여 의사 거리를 구하는 방법을 식 (2)와 같

이 표현할 수 있다. 

 R cρ ρ ρ δ= + Δ = +  (2) 

여기서 R은 각 위성과의 의사거리를 의미하며, ρ 는 각 위

성과의 실제거리, ρΔ 는 시계오차에 의한 거리오차를 의미

한다. 그리고 cρ δΔ = 이고 c 는 빛의 속도, δ 는 시계오차

를 의미한다. 

2. 위치 결정 방법 

GPS 위성을 이용하여 위치를 결정하는 방법에는 절대 위

치 결정과 상대 위치 결정 방법이 있다. 절대 위치 결정 방

법은 한 개의 수신기로 위치를 구하는 방법이고 상대 위치 

결정 방법은 알고 있는 위치에 설치된 수신기와 구하고자 하

는 위치에 설치된 수신기 간의 기저선 벡터를 구하여 위치를 

구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가장 흔히 사용하는 방법은 절대 

위치 결정 방법으로서 본 논문에서도 이를 이용하여 위치를 

결정하고 있다.  

절대 위치 결정 방법을 이용하여 현재의 위치를 구하기 위

해서는 식 (2)를 이용하여 의사거리를 측정 후 위성 좌표, 수

신기의 이전 위치 좌표, 시계 오차가 필요하며 식 (3), (4), (5), 

(6)과 같이 표현한다. 

 ' '

cos cos sin
i k k k k k
x x y i= Ω − Ω  (3) 

 ' '

sin cos sin
i k k k k k
y y y i= Ω + Ω  (4) 

 '

sin
i k k
z y i=   (5) 

 
oe

t tσΔ = −   (6) 

여기서 ' '

,
k k
x y 는 타원궤도면상의 위성의 좌표를 의미하며, 

k
Ω 는 보정된 경사각, 

k
i 는 본초자오선 관측시점의 승교점

까지의 각을 의미한다. 이를 이용하여 위성의 좌표 , ,
i i i
x y z

를 구한다. t 는 위성 시간을 의미하고, 
oe
t 는 시간에 관계된 

방송궤도력 변수를 의미한다. t 와 
oe
t 를 이용하여 시계 오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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σΔ 를 구한다. 그리고 식 (3)-(6)을 구하기 위해서는 각 위성

에서 송출되는 정보 중 표 1과 같은 방송궤도력 파라미터 등

이 필요하다[20]. 

그림 2는 절대 위치 결정 방법의 기본 형태를 나타낸다. 앞

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4개 이상의 위성의 위성이 필요하며 

각 위성에 대한 거리방정식을 4개 이상 구성하면 GPS 수신

기의 위치를 결정할 수 있다. 식 (7)은 이를 표현한 것이다. 

 2 2 2( ) ( ) ( )i

A i A i A i A
r X X Y Y Z Z c δ= − + − + − + Δ  (7) 

여기서 i

A
r 는 위성 i에서 수신기 A까지의 의사 거리를 표

현한다. X, Y, Z는 각 위성과 GPS 수신기의 ECEF좌표를 나타

낸다. c 는 진공 속에서 빛의 속도인 8
3.0 10× m/s를 나타내

며, δΔ 는 시계오차를 의미한다[21]. 

III. 신호의 신뢰성 

1. 항법 요구 성능 

위성 항법 시스템의 오차 요인은 위성궤도오차, 위성시계 

오차, 전리층 지연, 대류층 지연, 다중 경로 오차, 수신기 관

련 오차, 고의잡음, 위성배치에 의한 영향 등이 존재한다. 

GPS를 이용하여 수신기 위치 결정의 정밀도 향상을 위해서

는 이러한 오차에 대한 보정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러한 보

정을 하기 위해서는 위성에서 전송되는 신호에 발생하는 오

차에 대해 판단할 수 있는 기준가 정보가 필요하다. 이러한 

것을 항법 요구 성능이라 하며 일반적으로 위성 항법 시스템

의 성능 판단 요소는 크게 정확성 (Accuracy), 무결성 

(Integrity), 연속성 (Continuity), 가용성 (Availability) 4 가지로 

구분된다. 이러한 위성 항법 시스템의 성능 판단 요소는 위

치 결정 성능의 향상과 안정성, 신뢰성에 대해 밀접한 관계

를 가진다. 

정확성은 정상 상태에서 실제 사용자 위치와 항법 시스템으

로부터 구해진 위치 사이에 존재하는 오차로서, 네 가지 성능 

요소 중에서 가장 간단히 계산될 수 있으며, 가장 널리 사용되

는 성능 지표이다. 정확성 성능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미리 정

확하게 알고 있는 위치에서 항법 시스템을 사용하여 위치해

를 구하고 이를 실제 위치와 비교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이

렇게 계산한 위치 오차의 95 %를 포함하는 크기를 가지고 

정확성 성능을 나타낸다. 정확성을 나타내는 시스템 위치 오

차는 나머지 세 가지 성능 요소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무결성은 시스템이 항법 장치로서의 요구 성능을 만족하

지 못할 경우 이를 일정한 시간 내에 사용자에게 통보(alarm)

해 줄 수 있는 성능을 의미한다. 따라서 사용자에게 위험을 

줄 수 있는 시스템의 오동작을 발견하고도 사용자에게 통보

하는 것에 실패한 경우를 무결성의 상실이라고 말할 수 있다. 

사용자에게 위험을 줄 수 있는 시스템 고장의 정의 안에는 

시스템 자체의 고장이 일어난 경우와 시스템이 정상 상태라 

하더라도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큰 위치 오차가 포함된다.  

연속성은 항법 장치가 원하는 임무를 수행하는 동안 중단 

없이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성능을 말한다. 연속성의 상실

은 시작 단계에서 항법 장치가 원하는 성능을 발휘하여 주어

진 임무의 수행 단계에 돌입한 이후 주어진 임무를 끝마치기 

이전에 원하는 성능을 발휘할 수 없게 되어 사용이 중단된 

경우를 말하며, 무결성 검증결과 시스템의 이상이 선언된 경

우, 항법 장치의 작동이 중지된 경우 등을 포함한다.  

가용성은 항법 시스템을 주어진 임무에 따른 요구 조건을 

만족시키며 이용할 수 있을 확률을 의미한다. 가용성의 상실

은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 발생이 가능하다. 연속성의 경

우와 마찬가지로 항법 장치의 작동이 중단된 경우나, 가시 

위성 부족으로 위치 추정이 불가능한 경우, 그리고 무결성 

검증 과정을 통해 시스템의 고장을 검출하였지만, 이를 분리

시킬 수 없는 경우들에 대해서 가용성이 상실되었다고 할 수 

있다. 

2. 오류 검출 및 배제 

GPS 수신기에서 위치를 계산할 때 간단한 오류 검출 및 

배제 기법이 존재하는데 이는 그 위성의 SNR의 신호의 세기

를 구분하여 약한 신호의 위성은 배제하고 위치를 구성한다. 

표   1. 방송궤도력 파라미터. 

Table 1. Parameters of a broadcasting satellite orbit. 

Parameter Definition 

IODE  Issue of data (ephemeris) 

rs
C  

Amplitude of the sine harmonic correction term 

to the orbit radius 

nΔ  Mean motion difference from computed value 

0
M  Mean anomaly at reference time 

uc
C  

Amplitude of the cosine harmonic correction 

term to the argument of latitude 

e  Eccentricity of the obit 

us
C  

Amplitude of the sine harmonic correction term 

to the argument of latitude 
1/ 2( )A  Square root of the semimajor axis 

oe
t  Reference time for ephemeris 

ic
C  

Amplitude of the cosine harmonic correction 

term to the angle of inclination 

0
(OMEGA)  

Longitude of ascending node of orbit plane at 

reference time 

is
C  

Amplitude of the sine harmonic correction term 

to the angle of inclination 

0
i  Inclination angle at reference time 

rc
C  

Amplitude of the cosine harmonic correction 

term to the orbit radius 

ω  Argument of perigee 

OMEGADOT Rate of right ascension 

IDOT  Rate of inclination angle 

 

그림 2. 절대 위치 결정 방법. 

Fig.  2. Determination of absolute lo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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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a) 위성수, (b) 평균 SNR. 

Fig.  3. Number of satellites (a) and Average SNR (b). 

 

그림 3은 흔히 접할 수 있는 저가형 수신기를 건물 입구에

서 측정한 위성 수 와 SNR이다. 위의 그림은 위성수를 나타

낸 그래프이고 아래의 그림은 SNR을 나타낸 것이다. 대부분 

이러한 환경에서 측정되는 위성은 3~4개 정도 수신이 되는 

것을 볼 수 있다. SNR의 경우도 3~4개의 위성에 대한 SNR이 

측정이 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때 수신기에서 위성의 신호

를 받을 수 있는 위성 수와 실제 위치 측정에 사용되는 위성

의 수가 다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앞에서 언급한 것

과 같이 SNR 수치에 따라 그 위성에 정보는 배제하여 위치

를 구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일반적인 저가형 GPS 수신기의 경우 위와 같은 오류 검출 

및 배제 기법을 활용하지만 이와 다르게 후 처리가 가능한 

고가형 수신기의 경우 항법 시스템에서 신호의 신뢰성을 바

탕으로 현재 신호의 상태에 대해 알림, 보정 등을 해줄 수 

있으며, 특히 무결성 감시를 통해 정확하고 높은 항법해를 

얻을 수 있다. 여기서 무결성 감시의 기능은 크게 오류 검출

과 오차 추정 두 가지 기능이 있으며, 일반적으로 무결성 감

시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RAIM, RRAIM 등이 있다. 표 2

는 이와 관련하여 GPS 수신기에서 위성신호의 이상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측정 항목을 표시한 것이다.  

표 2와 같은 오류 검출 항목을 통해 각 위성 신호의 이상 

유무를 판단 후 그 위성에 신호는 배제하거나 기준국에서 측

정한 관측 DATA를 기반으로 보정을 하여 위치를 제공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알고리즘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기준국과의 수신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야 된다. 하지만 대

부분의 산업현장에서는 보완, 유지보수, 가격 등을 고려하여 

수신기 단독으로만 위치를 추정해야 하는 경우를 추구한다. 

그래서 기준국과의 교류 없이 수신기 자체만을 이용하여 오

류 검출 및 배제를 하는 방법이 필요하다. 

 

IV. 정적 상태에서 위치 추정의 문제점 

GPS 수신기를 이용하여 위치를 추정하는 것은 GPS 위성

의 신호에 의존하여 결정이 된다. 그래서 GPS 수신기가 운

용되는 상황에 따라 위치의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다. GPS

를 사용하기 위해 운용되는 환경은 주위에 GPS 신호의 영향

이 없는 실외 환경에서 많이 활용한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 

위성의 신호가 수신이 잘 되지 않는 지역 즉 GPS 수신기 주

위에 구조물이 많은 환경에서도 GPS의 위치에 의존하여 사

용하여야 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특히 산업현장에서 사용되

는 이동 차량의 경우 이러한 문제에 많이 노출이 된다. 이러

한 특수한 상황에서의 이동 차량의 경우, 물건을 싣고 운반

하는 작업을 많이 하는데 건물과 건물을 다니면서 물건을 옮

기게 된다. 이동 순간에는 구조물 환경에 영향을 받지만 어

느 정도 신뢰할 만한 위치를 얻을 수 있다. 그러나 물건을 

싣거나 내릴 때 보통 차량이 정지하여 작업을 하게 된다. 이

러한 상황이 공장 입구에서 많이 이루어 지게 되는데 20~30 

분 가량 정지 후 이동을 하게 되면 불안정한 위치로부터 출

발이 진행이 되고 추후 GPS 신호가 다시 안정화 되는 지역

으로 가기 전 까지 계속 위치 오차가 포함된 위치를 제공 받

게 된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GPS 신

호가 수신이 잘되는 지역과 잘 되지 않고 방해가 많은 지역

에서 정지된 차량의 위치를 측정하여 위치, HDOP, 위성 수의 

변화를 확인하여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다. HDOP는 수평좌

표의 위치 정밀도를 말하며 다음의 식과 같이 정의된다. 

 
xx yy

HDOP q q= +  (8) 

위 식에서의 
xx

q 와 
yy

q 는 본 논문의 5.3절에서 나타낸 식 

(12)과 (13)을 통해 구해진 여인자 행렬
x

Q 의 요소이다. 식 

표   2. 수신기에서 측정 가능한 오류 검출 항목. 

Table 2. Error detection items of the receiver. 

구분 오류 검출 항목 

위성 

위성 고장 

위성궤도 이상 

위성신호 미약 

위성데이터 불량 

위성시계 이상 

신호경로 

이온층 지연 

도달 시간 지연 

도플러 이상 

수신기 

측정 데이터 불량 

위성배치 이상 

Ephemeris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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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을 통해 구한 HDOP는 그 수치가 적을수록 수평 위치 정

밀도가 높으며, 위성간 배치가 좋다는 것을 의미한다. 

먼저 그림 4 ~ 6은 GPS 신호가 수신이 잘 되는 지역에서의 

정지된 차량의 위치, HDOP, 위성 수를 보여준다. 실험 값의 

수집은 약 15분 가량 진행되었다. 먼저 실험에 따라 관계를 

보면 수신이 잘되는 환경에서는 수신 위성의 수는 9~12개의 

위성이 연속적으로 수신이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일반적으로 위성이 수신이 잘되는 지역에서의 위성 수

는 위치를 계산하는데 있어서 문제가 생기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추정된 위치는 그림 5와 같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수

신기의 위치가 원점 주변에 분포되어 출력됨을 알 수 있다. 

이 때 오차는 약 2~ 3 m 정도로 발생한다. 

HDOP의 경우 그림 6과 같이 시간에 따라 약간의 변화를 

보이고 있지만 실제 위치에 영향을 미칠 만큼의 많은 변화가 

발생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결국 시야가 트인 곳에서는 

GPS를 이용하여 위치를 추정할 경우 허용 범위 오차 안에서 

사용이 가능 함을 알 수 있다. 

그림 7~9는 GPS 신호가 수신이 잘 되지 않는 지역에서의 

정지된 차량의 위치, HDOP, 위성 수를 보여준다. 

먼저 그림 7을 보면 위성의 수는 수신이 잘 되는 지역과 

비교하였을 때 수신기의 위치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문제가 

되지 않는 정도의 위성의 신호를 수신하고 있다. 하지만 그

림 8을 보면 위치의 변화가 무작위로 일어나고 있으며 이는 

최소 16 m 이상의 오차가 발생하게 된다. 그리고 그림 9에서 

나타내듯이 이때의 HDOP를 관찰해보면 HDOP의 변화량이

크고 신호 수신이 잘되는 지역에서보다 수치가 높게 측정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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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GPS 신호가 수신이 잘 되는 지역에서의 위성수 변화.

Fig.  4. Change of feasible satellite number at a friendly 

enviro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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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GPS 신호가 수신이 잘 되는 지역에서의 위치 변화. 

Fig.  5. Position changes at a friendly GPS environment. 

 

0 200 400 600 800 1000 1200 1400
0.75

0.8

0.85

0.9

0.95

1

1.05

1.1

M
e
a
s
u
re
s

time [sec]  

그림 6. GPS 신호가 수신이 잘 되는 지역에서의 HDOP 변화.

Fig.  6. Changes of HDOP at a friendly GPS enviro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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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GPS 신호가 수신에 영향이 있는 지역에서의 위성수

변화. 

Fig.  7. Change of feasible satellite number at a hostile enviro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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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GPS 신호가 수신에 영향이 있는 지역에서의 위치

변화. 

Fig.  8. Position changes at a hostile GPS environment. 



안 종 우, 김 윤 기, 이 재 경, 이 장 명 

 

864

는 것을 알 수 있다. HDOP는 앞서 설명하였듯이, 위성간 배

치에 대한 수치이다. 그림 9와 같은 수치가 측정되는 이유는 

환경적 요인에 의해 수신기에서 관측되는 위성의 수가 적어

지고 이에 따라 관측된 위성간 배치가 변화하였기 때문에 이

러한 결과를 보여주며, 위와 같이 환경적 요인이 HDOP와 최

종 위치 추정에 영향을 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V. 정적 상태의 이동체 위치 추정을 위한 오류 검출 및 배제 

1. 전체 알고리즘 구성 

그림 10은 정적 상태의 이동체 위치 추정을 위한 오류 검

출 및 배제 알고리즘을 블록도로 표현한 것이다. 기존의 

GPS는 앞서 III장에서 말한 바와 같이 각 위성의 SNR 값만

을 이용하여 사용할 위성 데이터를 선택한다. 이 때 위성수

는 최소 4개 이상이 되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트랜스포터

가 사용되는 산업현장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위성에서 보내

오는 다양한 정보를 이용하여 신호의 이상을 검출한다. GPS 

수신기가 위성의 신호를 수신하면 먼저 SV(Space Vehicle)가 

4개 이상인지를 체크한다. SV는 GPS 수신기에서 관측된 위

성수를 의미하며, SV가 4개 이상이면 수신기에서 측정되는 

각 위성들의 SNR과 Doppler와 각 위성의 항법메시지에 포함

된 mesQI를 감시하여, 기존의 FDI 기법 보다 오류 검출 성능

을 향상시킨다. 위성 신호에서 오류가 검출되었을 때 Error 

Flag Bit가 1이면 오류가 검출된 위성의 정보는 저장되어 있

던 이전 위성 정보로 대체하고, 0이면 신호에 이상이 없다고 

판단하여 수신된 시점의 정보를 사용하여 수신기의 위치를 

계산하다. 계산된 수신기의 위치는 HDOP가 지정된 기준값 

이상이면 다시 위성 데이터를 수신하여 동일한 과정을 거치

게 된다. HDOP가 기준값 이하면 최종적으로 추정된 수신기

의 위도와 경도를 출력한다. 

2. 오류 검출 

정적 상태의 이동체 위치 추정을 위해 오류를 검출하기 위

해서는 현재 수신되는 수신기에서 직접 신호의 이상 유무를 

판단하여야 한다. 때문에 수신기에서 신호의 이상 유무와 관

련된 정보들을 측정이 가능하여야 하며 그 측정 항목들을 오

류 검출 항목으로 두어 올바른 오류 검출이 되도록 해야 한

다. 여기서는 오류를 검출 하는 항목을 SNR, mesQI, Doppler 

shift 총 3개를 이용하여 오류를 검출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일

반적인 SNR은 식 (9)와 같이 정의된다. 

 
signal

dB 10

noise

P
SNR 10 log

P

⎛ ⎞
= ⎜ ⎟

⎝ ⎠
 (9) 

여기서 
dB

SNR 는 수신된 신호 전력을 잡음 전력으로 나눈 

값에 로그를 취한 것을 말한다. signalP 은 신호 전력이고 

P
noise
은 잡음 전력이다. 이 SNR 정보를 이용하면 현재의 수

신된 신호의 잡음 오차를 확인할 수 있어서 신호의 신뢰성을 

알 수 있다. SNR은 오차를 구분하기 위해 특정 임계값 K보

다 낮을 경우 위성 신호의 수신 상태가 불량함으로 판단한다. 

여기서 K는 실험에 의해 25로 설정하였다. 

mesQI는 위성에서 보내오는 신호가 이전 신호의 상태와 

비교하여 손실되었을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수치 정보이다. 일반적으로 DPGS나 GBAS 등의 위치 

추정 정밀도 보강 시스템에서는 각각의 기준국에서 무결성 

감시를 수행하여 수신기에서 측정된 값의 이상 유무를 판단

한다. 본 논문에서는 사용하는 mesQI는 기준국에서 수행하는 

무결성 감시의 DQM(Data Quality Monitoring)에 해당하며, 이

러한 정보는 U-Blox사의 GPS 수신기를 사용하여 얻을 수 있

으며, mesQI가 6이상 일 경우 위성정보가 손실 되었다고 표

현한다. 

Doppler shift는 GPS 수신기의 속도 측정을 하기 위해 사용

된다. 이것을 이용하면 정지된 상태에서 측정된 GPS 수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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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GPS 신호가 수신에 영향이 있는 지역에서의 HDOP 

변화. 

Fig.  9. Changes of HDOP at a hostile GPS environment. 

 

그림 10. 제안한 알고리즘 순서도. 

Fig.  10. Flowchart for the proposed algorithm. 

Jong-Woo An, Yun-Ki Kim, Jae-Kyung Lee, and Jangmyung 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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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속도를 알 수 있다. 즉 위성이나 수신기가 움직이고 있는 

경우 GPS 수신기에서 수신되는 신호의 주파수는 Doppler 

shift가 되어 나타난다. 이는 상대론적인 영향 외에 수신주파

수와 발신 주파수 사이에 차이가 발생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p

d
v

dt

ρ
ρ= = �  (10) 

식 (10)은 GPS 수신기에 대한 위성의 시선속도를 의미한다. 

시선속도는 위성과 수신기간 거리 변화량, dρ 를 시간 변화

량을 이용하여 구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식을 이용하여 

Doppler shift를 식 (11)과 같이 비례관계로 표현할 수 있다. 

 
1

r e p e
f f f v f

c
Δ = − = −  (11) 

위 식에서 
r
f 은 수신주파수, 

e
f 는 발신주파수, c 는 빛의 

속도를 의미한다. 지상에 고정된 수신기의 경우, 지구 자전을 

무시하면 GPS 위성이 가장 접근한 시점의 시선속도는 0이 되

므로 Doppler shift는 발생하지 않는다. 수신기에 대한 위성의 

시선속도가 최대가 되는 경우는 위성이 수평선상에 있을 때 

발생하며, 이때의 시선속도 
p

v 는 
-1

0.9 kms 가 된다. 따라서 

발신주파수를 1.5 Ghz
e
f = 로 가정하면, fΔ 는 3

4*5*10  Hz

가 된다. 이는 위성과 수신기 사이의 90 cm의 변동이 발생하

였음을 의미한다. 이를 이용하여 Doppler shift가 이전 값과 상

이한 변화를 가지게 되면 이는 그만큼 위성과의 의사거리 오

차가 발생하여 수신기의 위치결정에 오차를 발생하게 한다. 

Doppler shift는 일정한 속도를 움직이는 직선운동에 비해 순

간적으로 속도를 높여서 이동하거나 원운동과 같은 가변적

인 속도로 움직이는 경우, 상대적으로 Doppler shift가 많아 진

다. 이는 Doppler shift가 위성과 수신기 간의 상대속도의 비율

만큼 변화하기 때문이다. 본 논문에서는 수신기의 움직임이 

없는 정적 상태에서 실험을 진행하였다. 정지상태에서 수신

기에서 측정된 위치 값을 분석해 보면, 한 점만을 출력하는 

것이 아닌 그 주위를 이동하는 형태로 출력된다. 이동을 한

다는 것은 속도가 발생하였고, Doppler shift가 발생했다는 의

미이다. 따라서 정적 상태에서의 Doppler shift를 관찰하였을 

때, 이전 값에 비해 변화량이 크거나 0이 되었을 때, 위성 신

호에 이상이 발생하였거나 다른 환경적 요인에 의해 오차가 

생겼음을 의미한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Doppler shift를 이

용한 오류 검출 방법은 이러한 변화를 이용하여 수신된 신호

의 이상 유무를 판단한다. 

3. 배제 및 가시 위성의 재구성 

오류 검출을 통해 오류 신호가 검출된 위성의 경우 3 가지 

오류 항목 중 1 가지 오류만 해당이 되어도 그 위성은 배제

한다. 하지만 위성을 단순히 배제만 하면 가시 위성 수가 부

족하여 위치를 계산할 수가 없다. 따라서 배제된 위성의 정

보를 이전에 문제가 되지 않았던 위성 정보를 가져와 보정 

용도로 사용을 한다. 이렇게 선정된 위성의 정보를 이용하여 

위치를 계산한 후 DOP 정보를 검사하여 마지막으로 위치 전

체에 대해 배제를 할 것인 지를 선택한다.  

DOP는 위성의 기하학적 배치에 대한 기준 값을 의미하며, 

위치 측위에 있어 정밀한 위치 측위를 얻기 위해서는 가시위

성의 기하학적 배치가 중요하다. DOP는 다음의 과정을 통해 

추정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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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12)의 A는 수신기의 위치 결정에 필요한 최소 4개의 가

시위성과 수신기간의 시선벡터에 대한 설계행렬이다. 위 행

렬에서 , ,

i i i
X Y Z 는 i번째 위성의 우주공간에서의 ECEF좌

표를 의미하며, 
0 0

, ,
io i i

X Y Z 는 지상에 존재하는 수신기의 초

기 ECEF좌표, i

io
ρ 는 i번째 위성과 수신기간의 의사거리를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c는 진공 속에서의 빛의 속도를 의미

한다. 각 위성과의 의사거리는 식(7)을 통해 구할 수 있다. 

DOP를 구하기 위한 요소는 식 (13)의 여인자 행렬 
X

Q 를 통

해 구할 수 있으며, 이러한 요소를 이용하여 식 (8)과 같이 

HDOP 추정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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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본 논문에서는 HDOP를 이용하여 최종 추정된 위치를 고

려 할 것인지 아닌 지를 판단하였다. 

 

VI. 실험 결과 

1. 시스템 구성 및 실험 방안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FDI 기법을 증명하기 위해 아래의 

그림 11과 같이 GPS 수신기와 노트북을 사용하여 실험을 진

행하였다. 실험에 사용된 GPS 수신기는 u-Blox 사의 EVK-6T

을 사용하였다. 

그림 12은 실험 환경을 나타낸다. 제안된 FDI 기법의 성능

을 증명하기 위해 그림과 같이 수신방해 요인이 존재하는 음

영지역을 선정하였으며, 그림과 같이 건물 입구에서 약 15 

분간 GPS 위성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그림 11. 하드웨어 구성. 

Fig.  11. Construction of hardw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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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실험 환경. 

Fig.  12. Experimental environment. 

 

표   3. 기존 FDI를 이용한 이상 검출. 

Table 3. Fault detection rate by the conventional FDI. 

구분 이상 검출 위성 검출 확률 

기존 FDI PRN 2, PRN 6, PRN 20 17.8% 

 

표   4.제안한 알고리즘을 이용한 이상 검출. 

Table 4. Fault detection rate by the proposed algorithm. 

구분 이상 검출 위성 검출 확률 

알고리즘 
PRN 2, PRN 5, PRN13, 

PRN20, PRN 29 
52.3% 

 

2. 기존 FDI와의 검출 성능 비교 

수집한 위성 데이터를 이용하여 기존의 FDI 기법과 제안

된 FDI 기법의 검출 성능을 비교한다. 표 3은 기존 FDI 이용

한 수신 데이터의 위상 검출에 대해서 나타낸다. 

일반적으로 GPS 수신기에서 사용되는 FDI 기법은 위성신

호의 SNR 값만을 이용하여 이상을 검출한다. 기존이 FDI 기

법은 각 위성의 SNR 값이 0일 때 위성 신호의 이상을 검출 

한다. 이러한 이유로 NMEA 0183 Protocol에서 제공하는 

GPGGA와 GPGSV에서 측정되는 위성수가 달라지는데, 

GPGSV에서는 수신기에서 관측된 모든 위성을 표기하는 반

면, GPGGA에서는 실제로 수신기의 위치 측정에 있어 사용

된 위성수를 표기하기 때문이다. 실험 결과 표 3과 같이 기

존의 FDI를 이용한 이상 검출 시 17.8 %의 확률로 위성 신호

의 이상을 검출하는 것을 확인 하였다.  

표 4는 본 논문에서 제안한 FDI 기법을 이용한 위성 신호 

이상 검출 결과이다. 앞서 5장에서 말한 바와 같이 기존의 

FDI 기법에서 사용된 SNR 값만이 아닌 수신기에서 측정되

는 L1주파수의 Doppler Shift 측정치와 항법메시지에서 제공

하는 위성 신호의 품질 상태를 나타내는 mesQI 정보를 이용

하여 각 위성 신호의 이상을 검출한다. 실험에 사용된 데이

터는 표 3에서 사용된 데이터와 동일하다. 표 3에서는 이상

의 검출된 위성수가 3개인 반면, 제안된 FDI 기법을 적용 하

였을 때 5개의 위성을 검출하였으며, 검출 확률도 52.3 %로 

보다 더 높은 검출 성능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3. 음영지역에서의 정적 상태 위치 추정 

그림 13와 14은 각각 그림 12과 같이 음영지역에서 정적 

상태일 때의 수신기의 위치 추정 결과 및 기준점에서의 오차

를 나타낸다. 그림 14에서는 기준점에서 위치 데이터가 집중

적으로 분포되어 있는 위치까지의 최대 2.5 m의 위치 오차가 

발생하는 것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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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건물 입구에서의 위치 변화. 

Fig.  13. Change of positions at a building ent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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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건물 입구에서의 위치 오차. 

Fig.  14. Positioning errors at a building ent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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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제안된 FDI 기법 적용 결과. 

Fig.  15. Positioning errors at a building entrance by the proposed 

FDI technique. 

 

그림 15는 그림 13과 동일한 위성 데이터에 제안된 FDI 

기법을 적용하여 신호의 이상을 검출 및 검출된 정보를 보정

하였을 때의 위치 추정 결과를 나타낸다. 실험 결과 제안된 

FDI 기법을 적용하였을 때 그림 16에서와 같이, 위치 데이터

가 밀집된 지역까지의 위치 오차가 약 1.8 m까지 오차 범위

를 줄여 주는 결과를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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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I. 결론 

본 논문에서의 위성에서 보내오는 신호의 정보들을 이용

하여 위성 신호의 이상이나 환경적 요인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검출하는 FDI 기법을 제안하였다. 제안된 FDI 

기법은 SNR, Doppler Shift, mesQI를 이용하여 위성 신호의 이

상을 검출한다. 실제로 위성 신호의 이상을 검출하여 제안된 

알고리즘을 증명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위성을 관찰하여 이

상을 검출하기에는 여건상 어려움이 존재하였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주변환경에 의해 다중경로를 일으키는 상황과 위

성 고장으로 인해 신호 오류가 발생하는 상황이 동일하다는 

가정하에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신호 수신에 장해물이 다수 

존재하는 환경에서 실험을 진행하였다. 실험 결과 기존의 

FDI 기법과 비교하였을 때, 검출 성능이 우수하다는 것을 증

명하였다. 또한 검출된 위성 정보를 기존의 FDI 기법과 같이 

배제하지 않고 보정하여 사용 하였을 시 오차 범위를 줄이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도 실험을 통해 확인하였다. 다만, 그림 

15에서와 같이 어느 한 지점에 집중적으로 위치가 추정되는 

부분에서는 기준점과의 오차를 줄이는데 있어 추가적인 보

정 기법을 사용하지 않는 한 위치 오차를 줄이는데 어려움이 

존재하였다. 그리고 향후 움직이는 객체의 위치 추정 시 

Doppler를 이용하여 오류 검출은 객체의 속도 가변으로 인한 

오차가 많이 발생하여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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