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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오늘날의 전투는 네트워크 

중심전(network-centric warfare)의 양상을 띠며, 이는 전

투체계 구축에 있어서 적의 치사율을 높임과 동시에 

아군의 생존율을 높일 수 있는 무인 항공기(Unman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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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When GPS signals are not available, a relative localization can be alternatively used to represent the topological 

relationship between mobile nodes. A relative location map of a network can be constructed by using the distance 

information between all the pairs of nodes in the network. If a network is large, a number of small local maps 

are individually constructed and are merged to obtain the whole map. However, this approach may result in a high 

computation and communication overhead. In this paper, we propose a reference-node selection scheme for relative 

localization map construction, which chooses a subset of nodes as a reference node that is supposed to construct 

local maps. The scheme is a greedy algorithm that iteratively chooses nodes with high degree as a reference node 

until the chosen local maps are successfully merged with a sufficient number of common nodes between nearby 

local maps. The simulation results indicate that the proposed scheme achieves higher localization accuracy with a 

reduced computational overhead.

Key Words : Mobile Robots(이동로봇), Multi-Dimensional Scaling(다차원척도법), Localization(위치추정), 

Relative Location(상대위치), Greedy Algorithm(그리디 알고리즘)



이동 로봇의 상대위치 추정을 위한 기준노드 선택 기법

한국군사과학기술학회지 제19권 제4호(2016년 8월) / 509

Aerial Vehicle, UAV) 또는 무인 자율주행차(Unmanned 

Ground Vehicle, UGV)와 같은 무인체계 도입의 필요성

을 증대시켰다.

  UAV는 베트남전에서 군사용으로 본격적으로 활용

되기 시작한 후 걸프전, 아프간전, 이라크전 등에서 

감시 ․ 정찰 등 보조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성공적인 전

투를 이끌었고, 현재는 직접적인 공격을 위한 무인 전

투기 운용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1]. 미국의 경우 지

난 2013년 7월 무인전투시범기 X-47B가 세계 최초로 

항공모함에서 성공적으로 이 ․ 착륙을 하였으며, 이외

에도 유럽, 이스라엘, 중국 등에서도 국가 주도하에 

UAV 관련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우리나라는 2018

년 전력화를 목표로 한국형 중고도 무인정찰기 개발 

사업을 진행 중이다. UGV 관련 연구도 미국, 이스라

엘, 유럽 등에서 활발히 연구되고 있다[2]. 미국은 소형 

감시 로봇, 다목적 로봇, 차량형 로봇 및 전투형 로봇 

등 전 분야에 걸쳐 실용화 기술을 확보한 상태이거나 

개발이 완료된 상태이다. 이스라엘도 무인전투체계에 

대해 집중적인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특히 전투형 

로봇에 있어서 미국과 함께 2대 강국으로 분류되고 있

다. 우리나라의 경우 2002년 ‘국가 지능로봇 공학육성 

기본계획’을 시작으로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국방과

학연구소에서는 2005년 야지자율주행 실험로봇 XAV

를 처음 개발하였고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개선 및 발

전 중이다.

  미래 전장에서 이러한 무인로봇을 효율적으로 활용

하기 위해서는 무인로봇의 정확한 위치 정보 확보가 

필수적이다. 특히, 전장 환경 특성상 다양한 방해 전파

가 혼재하여 위치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GPS(Global 

Positioning System) 신호에 대해 신뢰가 힘들기 때문에 

이를 극복할 수 있는 기술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미

육군 무기연구개발엔지니어링센터(ARDEC)에서는 GPS 

거부지역에서 운용 가능한 무인센서 개발 계획을 발표

하기도 했다[3].

  본 논문에서는 GPS 거부지역에서의 위치 추정을 위

해 기존의 상대 위치 추정 기술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를 개선한 알고리즘을 제안한다. 대부분의 상대 위

치 추정 기술은 위치 추정을 위한 대상 네트워크를 작

은 크기의 여러 네트워크로 나누고, 각각에 대해서 위

치추정을 수행한 후에 이를 통합함으로써 전체 대상 

네트워크에 대한 상대위치 추정을 수행한다. 이러한 

경우 네트워크를 나누는 방식에 따라 상대위치 추정 

정확도 및 상호교환 정보량이 달라지게 된다. 본 논문

은 상대 위치 추정 정확도를 유지하면서도 최소개의 

작은 네트워크를 만들어 상호교화 정보량을 줄일 수 

있는 기준 노드 선정법을 제시하고, 시뮬레이션을 통

해 기존의 방식과의 성능을 비교, 제시한다.

2. 관련 연구

2.1 위치 추정 기법

  무인체계의 위치 추정은 절대위치 추정방식과 상대

위치 추정방식 두 가지로 구분되며, 절대위치 추정방

식은 경 ‧ 위도 등으로 표시되는 로봇의 절대적인 위치 

좌표를 추정하는 것을 의미하고, 상대위치 추정방식은 

두 개 이상의 로봇이 존재할 때의 로봇 간 상대적 위

치를 추정하는 것을 뜻한다.

  대표적인 절대 위치 추정방식은 trilateration(3변측량

법)[4] 기법이다. Trilateration은 세 개 이상의 기준점으

로부터 목표물까지의 거리 정보를 이용하여 목표물의 

위치 추정하는 방식으로, 기하학을 이용하는 대표적인 

방식인 triangulation(3각측량법)에 비해 작은 오차를 나

타낸다. Trilateration을 이용하는 대표적인 예로는 위성

항법장치(GPS)[5]가 있다. 하지만 1장에서 언급한대로, 

GPS와 같은 trilateration기반 위치 추정방식은 실제 전

장 환경에서는 다양한 방해 전파로 인해 불능인 경우

가 많기 때문에, 위치정보를 기반으로 한 로봇 간 통

신이나 라우팅 등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절대위치추정 

기법에 의존하지 않고 상대위치 추정 기법을 병행하여 

로봇 위치 추정의 안정성과 신뢰성 확보가 필요하다.

  상대 위치 측정 기법은 다양한 방법으로 분류될 수 

있다. 우선 계산 방식에 따라 맵핑과 노드의 위치 계

산을 동시에 수행하는 SLAM(Simultaneous Localization 

And Mapping) 방식과 노드 간 거리로부터 위치를 추

정하는 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다[6]. 전자는 위치 지도 

변환의 모호성에 유리하지만 계산량이 많은데 비해 

후자는 적은 수의 센서를 요구하나 지도 변환 모호성

에 약하다. 다른 분류 방식은 앵커(anchor) 노드의 유

무에 따른 분류이다[7]. 앵커 노드는 위치 정보를 갖는 

노드를 의미하며, 앵커 노드들이 위치 정보를 브로드

캐스팅(broadcasting) 하면 각 노드들이 수신한 신호들

을 비교 분석하여 자신의 위치를 추정할 수 있다. 상

대적으로 정확하며 계산 복잡도가 낮기 때문에 에너

지 소모가 적으나, 앵커 노드의 설치 문제 및 확장성 

부족이 단점이다. 앵커 프리(anchor-free) 방식은 싱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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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nk) 노드를 선정하고, 선정된 싱크 노드들이 자신이 

측정한 주변 정보를 전달해 준다. 정보 교환을 위해 

노드 간 많은 통신을 요구하며 이로 인해 에너지 소

모가 큰 단점이 있고 상대적으로 부정확하나, 확장성

이 있어 실제 환경에서 유용하다.

  앵커 노드가 없는 위치 추정 방식 중 MDS(다차원

척도법, multi-dimensional scaling)[8]를 활용하는 방식이 

다수 제안되었다[9,10]. MDS는 데이터를 2차원 이상의 

다차원 공간에 기하학적으로 표현하여 데이터 간 상

관관계를 비교할 수 있는 분석 기법이다. 각 데이터는 

공간상의 점으로 표시되며 데이터(점) 간의 거리는 데

이터 간의 유사성과 비례한다. 즉, 기준 점에서 거리

가 가까운 점일수록 기준 점과 높은 유사도를 나타나

는 데이터로 해석할 수 있다. MDS를 이용하여 상대 

위치를 얻기 위해서는 노드(로봇) 간 거리 정보가 필

요하며, 모든 로봇 간의 거리 정보를 획득하여 MDS 

분석을 통해 로봇의 상대위치 지도(map)를 구성할 수 

있다. 그러나 로봇의 통신 거리 제약으로 인해 모든 

로봇 간의 거리를 파악한다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므

로, 실제 환경에서 MDS를 위치 추정에 적용하기 위

한 연구들이 진행되어왔다.

2.2 MDS 기반 위치 추정

  상대위치 추정을 필요로 하는 n 개의 노드(로봇)이 

2차원 또는 3차원 공간에 임의로 분포되어 있다고 가

정한다. 각 노드가 m 차원의 좌표를 갖는다고 하면, 

노드 i 의 좌표는   
와 같이 표현

할 수 있다. 절대좌표가 주어지지 않는 상대좌표 추정

에서, 모든 노드는 초기에 n 차원의 좌표를 가지며 

(i.e., m = n), 노드 i 에 대하여 는 노드 와 간의 

측정거리 로 주어진다. 이 때 거리행렬(distance 

matrix) 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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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노드 자신과의 거리는 0이므로 거리 행렬 의 대

각항에 위치한 원소의 값은 항상 0이다. 궁극적으로, 

MDS 기반 위치 추정 기법은 식 (1)의 거리 행렬 D를 

근사화하는 2차원 또는 3차원의 좌표를 구한다(i.e., m 

= 2, 3).

  Double centering(이중 중심위치 결정)을 위해 중심

화 행렬(centering matrix) 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2)

여기서 은 모든 원소가 1이고 크기가 ×인 벡터

를 의미하며, 중심화 행렬 를 이용하여 행렬 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3)

이 때, 행렬 는 제곱거리 행렬(squared distance matrix)

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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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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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행렬 에 대해 singular value decomposition(특이값 분

해)을 적용하여 에 대한 eigenvalue와 eigenvector를 

추출할 수 있다. 추출한 eigenvalue 및 eigenvector의 수

를 라고 할 때, 최종적으로 차원 공간에 대한 상대 

위치를 추정할 수 있다. 추출한 eigenvalue를 대각항으

로 가지는 행렬 와 normalized 

eigenvector로 이루어진 행렬  에 대해 

행렬 는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5)

최종적으로 MDS를 통해 추정한 노드의 상대위치 좌

표 는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6)

2.3 기존의 MDS 기반 위치추정 기법

  Yi[4]가 제안한 MDS-MAP는 상대 위치를 알고자 하

는 타깃 노드가 통신 거리 밖에 존재하여 거리 정보

를 얻을 수 없는 경우 이를 주변 노드의 거리 정보를 

조합하여 타깃의 위치를 추정하는 중앙 집중제어 

(centralized) 방식의 알고리즘이다. 우선 노드 전체의 

연결성 정보를 확인하여 모든 노드 쌍에 대해 Dijkstra 

등의 최단경로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최단경로를 찾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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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 때 노드간의 거리 는 두 노드간 최단경로에 

있는 각 링크(link)들의 거리의 합으로 근사한다. 얻어

진 최단경로 거리 값으로 거리행렬 D를 구성한다. 이 

거리행렬에 대해 MDS를 적용하면 상대 위치를 추정

할 수 있다. 이 방식은 직접 연결성이 없기 때문에 측

정할 수 없는 노드간 거리에 대해 최단경로를 이용한 

링크간 거리의 합으로 계산하는 방식으로 찾은 최단

경로의 홉(hop) 수가 증가할수록 오차가 커지게 되는 

문제점이 있다.

  네트워크 크기 증가에 따른 상대 위치추정 결과의 

불확실성을 개선하기 위하여, MDS-MAP 알고리즘을 

개선한 MDS-MAP(P)[5]가 제안되었다. P의 의미는 patch

로서, 하나의 네트워크 지도를 다수개의 지도(patch)로 

나누어 각각의 상대위치를 추정하고, 이를 병합하는 

방식이다. 기본적으로 분산제어(distributed) 방식으로 

동작한다. 다수개의 기존의 홉 수 증가에 따른 오차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모든 노드에 대해 2-hop 이내의 

노드 거리 정보만을 이용하여 MDS를 적용한 후 부분

적 상대위치 지도를 구성하고, 이를 병합하여 전체 노

드의 상대위치 지도를 구성하는 방식으로 동작한다. 

단순 거리합으로 계산되는 부정확한 거리정보 사용량

이 줄어들어 기존의 MDS-MAP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

은 위치추정 오차를 제공한다. 하지만, 모든 노드에 대

해 상대위치 지도를 구성하는 방식이므로 높은 계산 

복잡도를 가진다.

  Shon[11]가 제안한 CMDS(Cluster-based MDS)는 기존 

MDS-MAP의 복잡도를 낮추기 위해 노드들을 클러스

터링 한 후 클러스터 별로 MDS를 수행하고 합쳐서 

전체 위치를 추정한다. 이 방식은 네트워크 토폴로지

에 홀(hole)이 있는 경우 MDS-MAP에 비해 성능(복잡

도, 오차)을 개선할 수 있으며,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측정 오차가 증가한다.

  본 논문에서는 모든 노드 쌍에 대해 MDS를 적용하

는 기존 방식과 달리, 상대 위치 지도의 중심이 될 기

준 노드를 선택적으로 정하고, 이에 대해서 MDS를 적

용함으로써 복잡도를 낮춤과 동시에 정확성을 확보하

였다.

3. 제안 알고리즘

3.1 문제 정의

  MDS 기반 위치 추정 기법은 거리 행렬을 사용하여 

상대 위치를 추정하는데 실제 네트워크에서는 각 노

드의 통신 반경의 제약으로 인해 모든 노드간의 거리

를 포함한 온전한 거리 행렬을 구할 수가 없다. Fig. 1

은 노드 N1의 2-hop 이내 주변 노드를 나타낸 것이다. 

원(vertex)은 노드를 의미하며, 선(edge)은 노드 간 통

신이 가능한 경우(connectivity)를 의미한다. 노드 N1는 

노드 N2, N5, N7, N8, N9, N13과 연결 되어 직접 통신이 

가능하며, 이들과의 거리정보만 가지고 있다. 따라서 

N1에서는 전체 네트워크에 대해 온전한 거리 행렬을 

구성할 수 없다.

  앞서 언급한 MDS-MAP 기법은 최단경로를 이용하

여 연결성이 없는 노드 쌍 간의 거리의 근사 값을 구

한다. 예를 들어, 노드 N2와 노드 N8사이의 거리는 최

단경로가 노드 N2, N1, N8을 차례로 지나간다고 할 때 

N2-N1 간의 거리와 N1-N8 간의 거리의 합으로 근사할 

수 있다. Fig. 1의 네트워크는 최단경로가 최대 4-hop

을 가지는 노드 쌍(N3-N10)이 존재하는 네트워크로  

MDS-MAP은 4 hop만큼의 오차를 가지고 전체 위치 

맵을 구성하게 된다. MDS-MAP(P)는 네트워크의 최대 

hop 수와 상관없이 각 노드에서 2 hop만큼 네트워크

를 추출하여 거리 행렬을 구성하고 모든 노드에 대한 

정보를 종합하여 전체 위치 맵을 구성하게 된다. 이때 

각 노드의 상대위치 지도를 선형 변환하여 전체 위치

를 추정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계산량을 요구한다. 따

라서 실제 전장 환경에 적용될 수 있도록 기존 MDS

기반 위치 추정 기법의 단점인 거리 근사로 인한 오

차를 줄이고 계산 복잡도를 낮추는 기법이 필요하다.

Fig. 1. 2-hop neighbor nodes of node N1

3.2 기준노드 선정 알고리즘

  본 논문에서는 기존 MDS기반 위치 추정 방식들의 

문제점인 높은 계산 복잡도와 근사를 통한 오차 발생

을 줄이기 위해 위치 지도 구성 시 모든 노드에서 구

한 지도를 결합하는 방식이 아닌 개의 최적 노드 선

정하는 방식을 제안한다. 제안하는 알고리즘은 gree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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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리즘으로 상대위치 지도를 구성할 노드의 개수를 

차츰 늘려가며 최적의 노드 개수를 찾는 방식이다.

  우선 총 개의 노드를 가진 네트워크에 대해 노드

들 간의 연결성 정보를 담고 있는 인접행렬(adjacency 

matrix) 를 구성한다.  는 ×크기의 이진(binary) 

행렬로 노드 와 노드 가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 

의 원소 는 1의 값을 가진다. 예를 들어, Fig. 1

에 대한 인접행렬은 다음과 같다.

 (7)

개의 노드 중 지역적 상대위치 지도의 중심이 될 

개의 노드를 ‘기준노드(reference node)’라고 명명하며, 

기준노드 벡터 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8)

이 때, 기준노드 벡터의 원소는 각 기준노드의 인덱스

를 의미하며, 전체노드에 대한 벡터를 라 할 경우 

비기준노드 벡터는      로 표현할 수 있다. 또

한, 기준노드 벡터의 cardinality는 ∥∥ 이므로, 

∥∥∥ ∥  이다.

  최종적으로 원하는 위치 좌표의 차원이 인 경우, 

초기 기준노드의 개수 는 개부터 시작한다. 

즉, 2차원 좌표를 구하고 싶은 경우 기준노드 개수의 

초기 값은 3개이다. 이는 기준노드로부터 얻은 상대위

치 지도 결합 때문이다. 상대위치 지도간의 결합은 위

치 지도의 선형 변환(이동, 회전, 크기 조정)을 통해 

이뤄지는데, 개수가 개만큼만 있는 경우에는 지도

가 반전된 상태를 인지할 수 없다. Fig. 2는 2차원 공

간에서 공통 노드 N1, N2를 기준으로 MAP 1과 2를 

결합하는 예시이다. 상대위치 지도이기 때문에 MAP 

2가 반전이 되어도 MAP 2의 상대위치 정보에는 이상

이 없으며, 두 지도 간의 결합도 문제없이 이루어지지

만, 결합 이후 두 경우의 위치 지도는 차이를 보인다. 

즉, 유일한 결합 지도를 얻을 수 없다. 이와 같은 상

황은 개 이상의 상대 위치지도를 이용함으로써 

방지할 수 있다.

Fig. 2. Merging relative-location maps

  Fig. 2에서 두 MAP의 공통 노드(N1, N2)의 개수가 2

개가 아니라 3개 이상인 경우 지도의 개수가 

가 되지 않아도 반전을 인지할 수 있다. 즉, 지도 간

의 공통된 노드의 degree(이웃 노드의 수)가 높을수록 

결합 지도의 구성이 쉬워짐을 알 수 있다. 이를 반영

하기 위해 노드 중 기준노드 개 이상 연결된 

노드의 비율을      ≤ 로 정의한다. 가 커질수

록 지도간의 공통된 노드의 수는 많아지지만, 이를 만

족하기 위한 기준노드의 수 또한 증가하므로 지도 구

성의 복잡도와 지도 결합의 복잡도 간의 적절한 값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기준노드를 선정하는 방법은 degree가 높은 노드를 

우선적으로 선택하는 방식을 따른다. 직관적으로, 

degree가 높은 소수의 노드에 대해 우선적으로 상대위

치 지도를 구성하는 것이 를 달성하기에 유리하며, 

이는 기준노드 개수의 최소화, 즉, 상대 위치 지도 결

합의 복잡도를 낮추는 결과를 가져온다. 또한 같은 수

의 기준노드에 대해 연결성이 높은 경우 더 많은 위치 

정보를 가질 수 있으므로 오차 또한 줄어들게 된다. 

따라서 초기 기준노드는 degree(의 degree 




)

가 높은 순으로 개를 선택하여 초기 기준노드벡터 

  를 구성한다.

  초기 기준노드가 선정되면, 이후에는 그리디 방식으

로 를 만족할 때까지 기준노드를 계속 추가한다. 비

(非)기준노드 중 한 개의 노드를 임시로 기준노드로 

선정한 후, 기준노드와 비기준노드 간의 연결성을 비

교하여 최종 추가 노드로 선정한다. 연결성 비교는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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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언급한대로 상대 위치 지도 결합 시 복잡도를 낮

추기 위해 degree가  이상인 노드들이 많아지도

록 하는 후보 노드를 우위에 둔다. 기준노드 벡터  

에 대해, 모든 노드와 기준노드와의 연결성을 나타내

는 벡터 는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9)

이 때, 는 노드 가  에 속한 노드(기준노드) 중 

몇 개의 노드와 연결되어 있는지를 나타낸다. ∉ 

인 노드 에 대해     ∪로 정의하고 

  의 원소들 중 값이  이상인 원소의 개수

를 라 하면, 기준노드에 추가될 노드 
max는 를 

최대화하는 노드로 구할 수 있다. 후보 노드 선택 시 

동률이 발생한 경우,   의 원소들 중 값이 이

상인 원소의 개수를 비교하여 선정하며, 차후 계속 동

률 발생 시 같은 방식으로 반복한다. 선정된 노드에 

대해 기준노드벡터를

   ∪max max∉  (10)

와 같이 업데이트 한 후, 주어진 조건 를 비교한다. 

그리고  ≥ ⋅를 만족할 때까지 반복하여 기준노

드를 추가 선정한다.

Fig. 3. Procedure of the proposed algorithm

Fig. 4. Example of selecting reference nodes

3.3 제안 알고리즘 적용 예시

  Fig. 3는 제안 알고리즘에 대한 순서도를 나타내며, 

Fig. 4의 예시를 이용하여 알고리즘을 적용하면 다음

과 같다.   = 2,  = 10인 환경이며 의 값은 0.8로 

정한다.

1) 우선 Fig. 4의 인접행렬을 구하여 각 노드의 degree

를 확인한다. 초기 기준노드 벡터는 degree가 7인 

노드 N3, N7와 degree가 6인 노드 중 가장 빠른 인

덱스를 가지는 N1로 선정한다(i.e.,   ).

2) 기준노드로 추가할 노드 선정을 위해 각 비기준노

드별     및 를 계산한다. 

예)     →  

3) 가  = 7로 최대값을 가지므로 를 기준노드

로 추가 선정한다. 

   ∪

4) 현재   ⋅ = 8이므로 다시 추가 기준노드를 

선택한다.     및 를 계산하면 

    →   

    →   

이 되어 두 개의 후보노드가 생긴다.  이 

상인 노드의 개수도 0으로 동일하고  

이상인 노드의 개수 또한 2개로 동일하므로 인덱

스가 빠른 를 추가 기준노드로 선정한다.

5)  ≥ ⋅ = 8을 만족하므로 알고리즘을 종료한

다. 최종 기준노드는 총 5개이며, 최종 기준노드 

벡터는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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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성능 평가

4.1 시뮬레이션 환경

  제안한 기준노드 선택 기법의 성능 평가를 위해 

MATLAB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알고리즘을 구현하

고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다. 네트워크 토폴로지는 2

차원 공간(10 km × 10 km)에서 로봇(노드)들이 무작위

로 존재하는 상황을 가정하며, 각 노드들은 3 km의 동

일한 통신거리를 가진다고 가정하였다. 각 노드에서 

통신거리 안에 있는 다른 노드까지의 거리는 거리측

정 방법을 통해 알 수 있고, 측정 오차는 없다고 가정

한다. 최단경로는 Dijkstra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구하

였다. 본 시뮬레이션에서는 3가지 요소에 대해 평가를 

수행했으며, 평가에 따라 앞서 언급한 MDS-MAP 및 

MDS-MAP(P)기법과의 비교를 수행하였다. 본 실험에

서는 특정 크기의 대상 공간과 통신거리에 대하여 실

험하였으나, 통신거리를 대비 상대적 성능으로 정규화 

될 수 있다.

4.2 시뮬레이션 결과

4.2.1 에 따른 성능 평가

  는 MDS 수행 시 결합해야 할 상대위치 지도의 수

에 영향을 주는 요소이므로, 주어진 네트워크와 성능 

목표에 맞게 를 정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본 시뮬레

이션에서는  값의 변화에 따른 평균 오차 및 총 기

준노드 수의 변화를 확인한다. Fig. 5는 의 변화에 

따른 위치 추정 값의 오차를 노드 수 별로 나타낸 그

래프이며, 가 증가함에 따라 위치 추정 오차가 줄어

드는 경향을 나타낸다. 이는 Fig. 6에서 볼 수 있듯이 

가 증가하면서 기준노드의 수가 증가하게 되고, 결

합하는 상대 위치 지도의 수가 늘어나게 되어 많은 

정보를 통해 위치를 추정하기 때문이다. 값 선택에 

따라 20~43 %의 오차 개선율을 보인다.

4.2.2 전체 노드 수에 따른 성능 평가

  동일 면적에 노드 수가 증가하면 노드 간 거리가 짧

아지기 때문에 직접 통신할 수 있는 노드의 수가 증

가한다. 이는 위치 추정의 정확도를 높일 수 있으며, 

결합해야 할 상대 위치 지도의 수가 늘어나는 결과를 

낳는다. Fig. 7은 가 0.9일 때 노드 수에 따른 위치 

추정 값의 오차를 나타낸다. 노드가 적을수록 위치 추

정 오차 개선율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는 노드 

수가 늘어날수록 노드 간 거리 근사 빈도수가 감소하

Fig. 5. Localization performance with respect to 

Fig. 6. Number of relative maps with respect to 

기 때문이다. 반면, Fig. 8에서 보듯이 MDS-MAP(P) 방

식에 비해 적은 상대 위치 지도의 수로 나은 성능의 

위치 추정을 달성할 수 있다. 8~17 %의 오차 개선율

을 나타내며, 상대 위치 지도의 수는 최대 59 % 절감

하는 효과가 있다.

4.2.3 네트워크 연결 정도에 따른 성능 평가

  마지막으로, 네트워크 연결 정도(전체 노드의 평균 

Degree)는 네트워크의 밀집도를 나타내며, 서로 잘 연

결 된 네트워크 일수록 노드 간 거리 측정이 용이하

여 인접행렬 완성이 쉽다. Fig. 9는 평균 Degree에 따

른 위치 추정 값의 오차를 나타내며, Fig. 10는 평균 

상대 위치 지도 수를 나타낸다. 앞서 두 개의 지표와 

유사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Degree가 낮을수록 노

드 간 거리 측정이 힘든 네트워크이므로 제안 알고리

즘의 높은 오차 개선율을 보이고, Degree가 높을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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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7. Localization performance with respect to 

number of nodes

Fig. 8. Number of relative maps with respect to the 

number of nodes

결합 할 상대 위치 지도의 수가 낮아짐을 확인할 수 

있다.

5. 결 론

  본 논문은 절대위치를 측정하기 힘든 전장 환경에

서 로봇의 상대위치 파악을 위한 MDS 기반 위치 추

정 기법 수행 시 계산 복잡도와 오차를 줄여주는 기

준노드 선정 기법을 제안한다. 기존 MDS 기반 위치

추정 기법이 갖고 있는 문제점인 높은 계산 복잡도와 

위치 추정의 오차를 해결하기 위해 모든 노드에서 상

대 위치 지도를 구성하는 대신, 노드 간 연결도가 높

   Fig. 9. Localization performance with respect to 

average degree

Fig 10. Number of relative maps

은 노드를 선택하여 상대 위치 지도를 구성함으로써, 

결합해야 할 상대 위치 지도의 수를 줄임과 동시에 

위치 추정 오차를 개선하는 기준노드 선택 기법이다. 

시뮬레이션 결과는 제안한 알고리즘이 기존 알고리즘

에 비해 사용되는 상대 위치 지도의 수를 낮춤으로써 

상대 위치 지도 결합 복잡도를 줄임과 동시에 노드 

간의 부정확한 거리 근사의 빈도를 줄여 위치 추정 

오차를 줄여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후        기

  본 논문은 국방과학연구소의 “그룹 무인로봇체계용 

위치기반 전술 MANET 통신/제어 S/W 개발” 과제의 



하태진 ․ 김선용 ․ 박선영 ․ 권대훈 ․ 함재현 ․ 임  혁

516 / 한국군사과학기술학회지 제19권 제4호(2016년 8월)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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