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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화된 공간에서의 수중 무선 센서 네트워크를 이용한

위치 추정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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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paper, an infrastructure-based localization method using underwater wireless sensor network (UWSN) is 
addressed. A localization using the UWSN is necessary to widen the usage of underwater applications, however it is very 
difficult to establish the UWSN due to the restrictions of water. In this paper, to extend the usage of UWSN at the 
infrastructure, we propose a sophisticated UWSN localization method using the Received Signal Strength Indicator (RSSI) of the 
electromagnetic waves. During the electromagnetic waves propagating in underwater, there arises a lot of attenuation according 
to the distance, while the attenuation shows uniformity according to the distance. Using this characteristics, the localization 
system in underwater infrastructure is proposed and the experimental results show the effective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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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현재 지상에서의 위치 추정(localization)은 GPS, 레이저, 
소나 등의 다양한 센서 및 정보를 이용하여 비교적 정확한

위치를 추정함으로서 우리 삶속에서 유비쿼터스(ubiquitous)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상에서의 위

치 추정은 어떻게 정확한 위치 추정방법에 대한 연구뿐만

아니라, 얼마나 작고 저렴한 가격으로 높은 성능을 보이는

지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1,2]. 하지만 수중

위치 추정(underwater localization)은 수중 자원개발, 수중 생

태계 및 환경 모니터링, 군수 분야 등에서의 위치추정

(localization)을 요구하는 영역이 증가하고 있는데 반하여, 
사용할 수 있는 센서가 적으며, 수중 환경에서 사용이 불가

능하거나 센서 작동 범위가 매우 짧기 때문에 실제로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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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을 위해서 수중 음파 센서만이 주로 사용되고 있다. 하
지만 음파 센서의 경우 가격이 매우 비싸고 동적인 환경에

서 사용하기 힘들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전자기파의 수신된 신호의 세기(RSSI: Received Signal 
Strength Indicator)를 이용하여 수중 센서 네트워크(UWSN: 
Underwater Wireless Sensor Network)를 구성할 것을 제안한

다. 그림 1은 동일한 대역(420 MHz)에서 전자기파(EM: 
Electromagnetic)의 거리에 따른 신호세기를 보여준다.

그림 1에서 볼 수 있듯이 공기 중에서의 전자기파는 거

리에 따른 신호 감쇠는 미미한데 반하여 불규칙적인 외부

영향에 따른 감쇠가 큰 특징을 보이며, 물속에서는 신호의

세기가 급속하게 감소하여 넓은 영역을 위치 추정하기 어

려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RSSI를 이용하여 수중에서 위

치 추정을 하는 경우 이는 반대로 장점이 될 수 있다. 그림

1에서 공기 중에서의 수신 신호 세기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거리에 따른 신호 세기의 변화보다 그 외의 환경에

따른 신호세기의 변화가 크다. 이 때문에 수신 신호 세기를

이용하여 위치 추정이 힘들며 거리에 따른 감쇠가 적기 때

문에 분해능(resolution)이 떨어진다. 반면에 수중에서는 거

리에 따른 신호의 감쇠가 크지만 균일하게 일어나기 때문

에 공기 중보다 좋은 분해능을 가지며 위치 추정 정확도

역시 높다. 이를 이용하면 기존의 공기 중에서 RSSI를 이

용한 위치추정방법보다 더욱 좋은 성능의 센서로 사용이

가능할 수 있다[3-5]. 다만, 물에서의 감쇠 때문에 위치 추

정이 가능한 영역이 매우 작기 때문에 이러한 한계를 극복

하기 위하여 송신 전자기파의 세기를 강하게 하거나 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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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거리에따른 (a) 공기와 (b) 수중에서의RSSI 값의비교.
Fig. 1. Value of RSSI according to the distance: (a) in air, and (b) 

in underwater.

대역의 주파수를 낮추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기 중과 비교하여 극히 짧은 센서간의 통신가

능 거리 때문에 실제로 수중 위치 추정은 매우 어려운 일

이며,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센서의 작동 범위를 고려한

UWSN을 구성함으로서, 보다 넓은 영역에서 위치 추정을

하려 한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UWSN을 이용한 위치추정을 위하

여 UWSN 방법 중 하나인 구조화된 영역에서의 위치추정

(Infrastructure-based localization)을 수조에 구성함으로서, 
UWSN을 이용한 위치추정이 가능한지를 실험으로 확인하

고자 한다. 먼저 II 장에서는 구조화된 영역에서의 위치추

정 방법 및 관련이론을 설명하고 거리 추정 기법 중 하나

인 RSSI를 이용한 위치추정방법을 소개하며, 또한 UWSN을
구성하기 위한 센서모델, 다중 주파수채널 사용 및 노드 구

성방법에 대해서 설명한다. III 장에서는 실제 수조에서 알

루미늄 프레임을 이용하여 실험환경을 구성하고 실험을 통

하여 실험환경에서의 위치 추정 실험 및 실험결과에 대해

고찰한다. 마지막으로 IV 장에서는 결론 및 앞으로의 연구

방향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II. 본론

1. UWSN을 이용한 위치추정 방법

기존의 UWSN을 이용한 위치추정을 하는 방법에는 크게

센서 사이의 거리(range)와 방향(bearing)을 측정하여 위치추

정에 이용하는 Range-based method와 거리 및 방향을 이용

하지 않는 Range-free method으로 나눌 수 있다.
Range-based method는 노드(node)간의 정확한 거리 또는

각도를 측정하여 UWSN에서의 노드 사이의 위치를 추정하

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정교한 위치추정을 할 수 있으나, 
방법이 range-free method에 비하여 복잡하고 더 많은 정보

가 요구된다는 단점이 있다. 노드 사이의 거리 및 각도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Time of Arrival(ToA), Time Difference of 
Arrival(TDoA), Angle of Arrival(AoA), RSSI 등이 사용된다. 
Range-based method는 노드들의 자유도 및 절대 위치를 알

고 있는 노드의 수에 따라서 구조화된 영역에서의 위치추

정(infrastructure based localization), 분배된 노드에서의 위치

추정(distributed positioning localization), 모바일 노드에서의

위치추정(localization that use mobile beacons)으로 분류할 수

있다[5].
이와 반대로 Range-free method는 노드 사이의 거리 또는

각도를 사용하지 않고, 위상학(topological)이나 기하학

(geometric) 등을 이용하여 위치추정을 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거리나 방향 정보를 요구하지 않으며 매우 간단하

다는 장점이 있으나, 정밀한 위치추정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대표적인 기법으로 Centroid localization [6], DV-Hop 
[7], Density aware Hop-count localization [8] 등이 있다. 
Range-free method는 크게 홉 수(hop-count)를 이용하여 위치

추정을 하는 홉 수 기반 위치 추정방법(hop-count based 
localization)과 주어지는 정보로 영역을 나누어 위치추정을

하는 영역기반 위치추정(area-based localization)으로 분류할

수 있다[9].
2. 구조화된 영역에서의 위치추정

본 논문에서 사용한 위치추정 방법은 구조화된 영역에서

의 위치추정이다. 이는 range-based method 중 하나로서, 고
정된 노드(fixed node)들의 위치를 정확히 알고 있을 때, 움
직이는 모바일 노드(mobile node)와 고정된 노드 간의 RSSI 
정보를 가지고 삼각측량법을 사용하여 위치를 추정한다.

2.1 RSSI를 이용한 거리 추정기법

RSSI을 이용한 거리 추정 기법은 송신 노드에서 송신된

전자기파가 거리에 따라 매질에 흡수 및 산란되어 신호세

기가 감쇠 되는 현상을 이용하여 거리를 추정하는 방법이

다. RSSI 기법은 크게 센서 모델을 세워 거리를 추정하는

방법과 학습을 통해 Radio map [8]을 만들어 거리 추정에

이용하는 방법으로 나눌 수 있다. 그림 1에서 볼 수 있듯

이, 공기 중(그림 1(a))에서는 거리에 따른 감쇠보다 환경에

의한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Radio map을 이용한 방법을

많이 사용한다. 하지만 수중에서는 그림 1(b)와 같이 불확

실성이 적기 때문에 다항식을 이용한 센서 모델로 표현할

수 있다. 수중에서의 센서 모델은 3.1.1에서 다룰 것이다

[4,12].
2.2 삼각측량법

삼각측량 방법은 다수의 거리 센서들로부터 얻어지는 거

리 값을 이용해 위치추정을 하는 방법이다. 그림 2와 같이, 
고정된 노드와 모바일 노드 사이의 거리 값을 얻을 수 있

을 때, 고정된 노드에서 얻어진 하나의 거리 값으로부터 알

수 있는 모바일 노드의 평면상의 위치는 거리 d만큼 떨어

진 원의 형태로 나타난다. 이때 고정된 노드 와 모바일

노드 사이의 거리 모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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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삼각측량법.
Fig. 2. Triangulation.

그림 4. 무지향성안테나의전파특성.
Fig. 4. Propagation property of omnidirectional antenna [12].

그림 3. 실험데이터와제시된센서모델의비교 [12].
Fig. 3. Comparison between Experiment and Sensor model [12].

   (1)

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이때 실제 노드로부터 얻어지는

거리 값 d에는 에러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

우 최소자승법(least square method)을 이용하여 각 노드간의

거리 값 d의 에러를 최소화시키는 위치를 추정한다. 이때

타깃의 위치를 추정하기 위해서는 3개 이상의 고정된 노드

가 필요하며, 3차원 공간상에서는 4개 이상의 고정된 노드

가 필요하다. 
3. RSSI방식의 위치추정을 위한 UWSN의 구성

RSSI 방식 위치추정을 위해서 신호의 세기를 이용하여

두 노드 사이의 거리를 추정할 수 있도록 거리 추정기법을

제시해야 하며, 각 다중 노드에서 송신된 신호의 세기를 수

신 노드에서 구분할 수 있도록 신호의 세기가 중첩되지 않

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매질을 고려한 센서 모델을

사용하고 다중 주파수 채널을 이용하여 신호가 중첩되지

않도록 UWSN을 구성하였다.
3.1 센서 모델

RSSI 값은 두 노드 사이의 거리뿐만이 아니라 매질 및

안테나의 특성과 주파수의 영향을 받는다. 공기 중의 센서

모델은 Friis Transmission Formula [11]을 사용하나, 이는 매

질이 공기이고, 무지향성 안테나일 경우에만 적용이 가능하

기 때문에 수중 환경에서 적용하기 부적절하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매질에 따른 감쇠 특성이 고려된 센서 모델을

사용하였다[12]. 송신 노드에서 송신된 신호세기 (dBm)

에 따른 수신 노드에서의 신호세기 (dBm)은 식 (1), (2)

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log (2)

 log  log log


△ (3)

여기서 , 은 각각 송신 및 수신 안테나 게인(dB), , 

, 는 각각 주파수, 매질의 굴절률, 빛의 속도를 나타내며

△는 미소 에러 변수이다. 그림 3은 제시한 센서 모델과

실험 데이터를 비교한 그래프이다[12]. 이 그림에서 센서

모델은 실험 데이터와 비슷한 감쇠 경향을 가지는 것을 확

인할 수 있었다.
3.2 무지향성 안테나를 이용한 UWSN 노드 구성

무지향성 안테나(omnidirectional antenna)는 그림 4와 같

이 기본적으로 앙각에 대해서는 지향성을 가지고 있으나

방위에 대해서는 원형에 가까운 무지향성을 나타내는 안테

나를 말하며, 대표적으로 다이폴 안테나가 있다. 무지향성

안테나는 이러한 특성 때문에 평면상의 같은 거리에 있는

노드로부터 같은 세기의 RSSI 값을 얻을 수 있다.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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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동일한거리에서수신한다중주파수채널의신호강도.
Fig. 5. Received signal strength of multi frequency channel at 

same distance.

송신 노드와 수신 노드 사이에 평행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두 노드 사이의 각의 크기에 따라 수신 신호의 세기가 감소

한다. 이 경우 RSSI을 이용한 거리 추정 오차가 커지기 때

문에 각 노드의 안테나들이 평행을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
3.3 다중 주파수 채널을 이용한 RSSI 측정

평면상의 위치 추정을 위해서는 3개 이상의 고정된 노드

에서 송신된 신호를 하나의 모바일 노드에서 수신해야 한

다. 이때 각 노드의 송신 주파수가 같을 경우, 신호가 중첩

되어 송신 노드를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신호의 중첩으

로 인하여 추정 거리의 오차가 생기게 된다. 
이러한 신호의 중첩을 방지하고 다중 노드로부터 거리를

추정하기 위하여 각 노드마다 다른 주파수의 채널을 할당

하였다. 그림 5는 다른 채널을 이용한 두 개의 노드로부터

송신된 신호를 받았을 때의 RSSI 그래프이다. 이렇게 수신

된 신호의 세기를 제시한 주파수 채널에 따라 센서 모델에

각각 대입하여 고정 노드와 모바일 노드간의 거리를 추정

하고, 얻어진 노드 사이의 거리를 이용하여 삼각측량법으로

모바일 노드의 위치를 추정한다[13].

III. 실험 및 결과

1. 구조화된 환경의 설치

구조화된 수중 센서네트워크를 구성하기 위하여, 가로

12 m, 세로 8 m, 깊이 6 m의 한국로봇융합연구원(KIRO) 
지하공학수조에 실험 공간을 설치하였다(그림 6(a)). 수중

센서 네트워크 환경은 알루미늄 프레임을 사용하여 구성하

였으며, 시험대의 너비 2.5 m, 길이 6 m로 제작하였다.
안테나의 경우 물에서 사용하기 위해서 방수처리를 하였

으며, 무지향성 안테나로부터 안정된 RSSI 값을 얻기 위해

그림 7과 같이 알루미늄을 이용한 안테나 프레임을 제작하

였다. 안테나 프레임은 시험대 위에서 자유롭게 이동이 가

능하도록 제작하였으며, 안테나는 프레임의 중앙에 고정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이때 수면으로부터 안테나의 끝단까

지의 깊이는 150 cm이다. 
또한 전자기파의 생성 및 전자기파의 세기를 측정하기

위하여 전자기파 생성기(NI5670 signal generator)와 전자기파

분석기(NI5660 signal analyzer)를 사용하였다. 실험 시의 송

신전력은 10 mW이며, 이때의 송신 주파수는 420 MHz이다.
각 노드들의 배치는 그림 6(b)와 같다. 시험대 가장자리

의 노드들은 지정된 위치에 고정시켰으며, 고정된 노드들은

전자기파 생성기로부터 각기 다른 주파수의 전자기파를 송

신한다. 각 노드간의 거리는 알고 있다고 가정하였다. 시험

대의 가운데에는 위치를 알고자 하는 모바일 노드를 배치

하였으며, 모바일 노드는 전자기파 분석기와 연결되어 수신

된 전자기파의 세기를 측정한다. 이때 실험 결과와 비교하

기 위하여 모바일 노드의 위치를 측정하였다. 
실험에 사용된 안테나와 물의 특성 값은 표 1과 같다.

(a)

(b)

그림 6. 구조화된환경의설치.
Fig. 6. Setup the infrastructure-based localization.

표 1. 실험환경에서의환경특성.
Table 1. Characteristics of experiment environment.

변수 변수값

안테나

안테나의 송신게인

안테나의 수신게인

송신 파워

송신 주파수

 

 

 

 

실험수조

특성(민물)

전기전도도

투자율

유전율

굴절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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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험과정

실험 과정은 송신 노드와 수신 노드를 원하는 위치에 배

치한 후, 각 안테나간의 거리와 시험대와의 거리를 정밀한

도구로 측정하여 각 안테나의 실제 위치를 기록한다. 그
후, 시험대 가장자리의 4개의 고정된 노드에서 동일한 세기

의 전자기파를 송신하였으며, 모바일 노드에서는 안테나를

통해 각 노드에서 송신된 신호의 RSSI 값을 측정하여 센서

모델을 통해 거리 정보를 얻고, 거리 정보를 이용하여 최소

자승법으로 모바일 노드의 위치 추정을 한다. 마지막으로

추정된 위치와 실제 위치간의 비교를 통하여 UWSN의 가

능성을 확인하였다. 
3. 실험결과 및 고찰

총 4번에 걸쳐 모바일 노드의 위치를 변경하며 실험하였

으며, 각 실험 조건 및 실험결과는 그림 8 및 표 2와 같다. 
표 2에서 최대 오차와 최소 오차란 각각 실제 위치와 추정

위치간 거리가 가장 클 때와 가장 작을 때의 오차 거리를

나타낸다. 또한 RMS 오차(root mean square error)란 추정된

위치와 실제 위치간의 오차를 제곱하여 더한 제곱근의 평

균을 말하며, 추정 위치와 실제 위치의 평균적인 오차를 표

현한다. 표 2에서 볼 수 있듯이 4번의 실험 모두에서 추정

된 위치가 실제 위치와 거의 비슷한 결과 값을 얻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RMS 오차 및 최대-최소 오차 역시 만

족할만한 결과를 얻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만, 그림

8을 보면, 실험 1~3에서는 공분산이 추정위치를 기준으로

정규분포를 따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나, 실험 4에서는

공분산 값이 추정위치를 기준으로 2개의 부분으로 나누어

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그림 3에서 나타나는 센

서 모델과 실제 실험 데이터간의 차이로 인하여 나타나는

바이어스 에러가 심하게 나타나는 경우로 볼 수 있다.

그림 7. 안테나및안테나프레임설계.
Fig. 7. Antenna and Antenna frame design.

표 2. 실험조건및결과.
Table 2. Experiment condition and result.

실험 1 실험 2 실험 3 실험 4

실제위치 






 







 







 









추정위치







 







 







 









최대오차 0.1132m 0.1163m 0.2316m 0.1168m
최소오차 0.0023m 0.0057m 0.005m 0.0029m
RMS오차 0.0473m 0.0409m 0.0804m 0.0582m

그림 8. 위치추정실험결과.
Fig. 8. Localization experiment resu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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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결론

본 논문에서는 수중 센서 네트워크를 이용한 수중 위치

추정 가능성에 대해서 알아보고, RSSI 방식의 위치 추정

을 위한 UWSN 구성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였다. 또한, 실
제로 구성한 센서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수중 위치 추정을

실험하였으며, 실험을 통해 구조화된 영역에서 UWSN을
이용한 만족스러운 위치추정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추후
3차원 공간에서 위치 추정이 가능하도록 안테나 특성을

고려한 UWSN 기법에 대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할 계

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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