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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s required performance of UAV (Unmanned Aerial Vehicle) becomes more complex and complicated, required 
positioning accuracy is becoming more and more higher. GPS is a reliable world wide positioning providing system. Therefore, 
UAV generally acquires position information from GPS. But when GPS is not available such as too weak signal or too less 
GPS satellites environments, UAV needs alternative positioning system such as network positioning system. RSSI (Received 
Signal Strength Indicator) based positioning, which is one method of network positioning technologies, determines its position 
using RSSI measurements containing distance information from AP (Access Point)s. In that method, a selected AP's 
configuration has strong and tight relationship with its positioning errors. In this paper, for, we additionally account AP's 
configuration information by adopting DOP (Dilution of Precision) into AP selection procedures and provide more accurate RSSI 
based positioning res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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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최근 통신 및 센서 기술의 발달로 자율 무인시스템에 대

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으며 국내외에서 다양한 연구가 활

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특히 무인비행로봇(UAV: Unmanned 
Aerial Vehicle)은 운송, 정찰 및 다양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어 각광을 받고 있다. 무인비행로봇을 활용함에 있어 기

체의 위치를 찾는 측위기술(Positioning Technology)은 비행

로못 항법시스템에 필요한 핵심기술이다. 측위기술은 크게 

실외측위와 실내측위로 나뉜다. 실외측위에서는 GPS가 안

정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GPS 신호가 도달하지 못

하는 실내에서는 IEEE 802.11 WLAN의 부가정보를 이용한 

측위방법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다.
기존 IEEE 802.11 WLAN의 RSSI 기반 실내측위에서는 3

개의 AP를 선택하는데 이는 측위시 오차가 적게 섞인 AP
를 선택함으로 위치정확도를 높이려는 의도다. 하지만 단순

히 RSSI 정보만을 이용하여 측위 AP를 결정함으로 AP 위
치에 따라 측위오차가 증가하는 경우가 생긴다. 본 논문에

서는 측위오차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RSSI와 AP간의 상대

위치정보를 반영한 DOP을 사용하여 측위에 적합한 AP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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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II 장에서는 DOP과 RSSI

의 일반적인 특성을 설명한다. III 장에서는 RSSI와 DOP을 

고려한 AP 구성 결정 기준을 제시한다. 그러고 IV 장에서

는 실험결과를 분석하고, V 장에서 결론을 맺는다.

II. DOP와 RSSI의 특성

1. DOP

DOP (Dilution of Precision)는 위성위치추정에서 주로 사

용되는 개념이다. DOP는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

 표준편차위치  ·표준편차입력 (1)

SD (Standard Deviation)는 입력위치의 표준편차와 DOP의 

곱으로 나타낸다. GPS 위성과 같이 실내측위시 여러 개의 

AP들을 사용하므로 다차원방정식의 해를 구해야한다. 그리

고 DOP은 감지되지 않은 신호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오직 

수신기 위치와 AP의 상대위치에만 영향을 받는다. AP위치

는 미리 알 수 있으며 수신기 위치 또한 알 수 있다. DOP
은 아래와 같은 구성요소로 나뉘어진다.

VDOP : Vertical DOP
HDOP : Horizontal DOP
PDOP : Positional DOP
TDOP : Time DOP
GDOP : Geometric D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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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DOP 등급.
Table 1. DOP Level.

DOP value Rating
1 Ideal

1∼2 Excellent
2∼5 Good
5∼10 Moderate
10∼20 Fair

>20 Poor

이중에서 PDOP가 가장 많이 쓰인다. 위치오차는 거리측

정오차와 PDOP의 곱으로 나타난다.

     ·  (2)

즉, PDOP가 작을수록 작은 위치오차를 가지고 PDOP가 

클수록 큰 위치오차를 가진다. 그리고 통상적인 DOP의 퍼

포먼스에 따라 위의 표와 같이 등급이 나누어져 있다.
1.1 DOP 값 계산

DOP 값 계산을 위해서 먼저 i번째 위성으로부터 수신되

는 단위벡터를 고려해야한다.



 








 ≡   
(3)

x, y, z: 수신기 위치

xi,yi,zi: 위성 위치

식 (3)의 단위벡터를 행렬형태로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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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렬 A의 1에서 3열까지는 수신기로부터 각각의 위성까

지의 단위벡터원소이다. 넷째 행은 네 번째 위성을 고려하

였을 때 원소이다. 하지만 실내측위시 사용하는 AP의 개수

가 3개이므로 넷째 AP는 무한히 멀리 떨어진 곳에 위치하

고 있다고 가정한다. 그러면 각축(x,y,z)의 위치차이와 거리

가 근사되므로 넷째 행 원소가 1이된다.
행렬 A를 변환하여 행렬 Q를 계산한다.

    












 

 
 




 

 
 




 

 
 




 

 
 



(5)

이제 행렬 Q의 원소를이용하여 DOP를 계산하게 된다.

   


 (6) 

    (7)

     (8)

Path Loss Model

그림 1. 수신신호세기 감쇠특성.
Fig. 1. Characteristics of RSSI Attenuation.

실내측위는 시간정보를 활용하지 않으므로 식 (6)의 

PDOP를 DOP값으로 활용하게 된다.
2. RSSI

RSSI (Received Signal Strength Indicator)은 송수신전력의 

비로 정의되며, 수신되는 신호의 강도를 반영하는 값을 

dBm단위로 표현한다. RSSI는 거리에 따라 지수적으로 감소

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와 같은 감쇠특성을 바탕으로 

수신신호세기를 거리기반의 측위방식에 적용하기 위해서 

수학적인 모델링과정을 거치게 된다. 본 논문에서는 식 (9)
를 사용하였다. 

 (9)

   



(10)

식 (9)에서 n은 신호감쇠상수로서 환경에 따라 감쇠되는 

수신신호세기의 특성을 반영한 값이고, n은 신호원에서의 

거리이다. A는 offset 값으로 1m 지점에서 측정한 RSSI 값
이다.

하지만 그림 1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실제 수신되는 신

호세기는 다양한 오차요인에 의해 설정된 로그감쇠모델과

는 차이를 가진다. 이러한 오차는 실제 측위시 측위오차를 

발생시키는 주요한 요인이 된다.

III. AP 선택을 위한 기준

1. DOP, RSSI와 측위오차 간의 상관관계 분석

먼저 RSSI와 DOP이 각각 오차와 어떤 관계를 가지는지 

파악해야한다. 앞장에서 보았듯이 RSSI는 측정된 신호세기

의 값이 클수록 측위정확도가 증가하고, DOP은 그 값이 작

을수록 측위정확도가 증가한다. 이상적으로 RSSI가 크고 

DOP값이 작은 AP조합을 선택하는 것이 높은 측위정확도를 

얻을 수 있겠으나 이 두 조건을 모두 만족시키기는 어려우

므로 RSSI와 DOP의 특성에 따른 AP 조합 선택함수를 만

들기 위해 RSSI와 DOP이 오차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파악

한다.
DOP은 앞서 본 표 1과 같이 등급이 나누어져 있는데 연

속적인 값이 아니면 선택함수를 적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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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DOP와 DOP 등급의 상관관계.
Fig. 2. Relationship between DOP and DOP Level. 그림 3. DOP을 고려한 AP 선택.

Fig. 3. AP Selection considering DOP.

표 2. RSSI 차를 고려한 DOP 선택지표.
Table 2. DOP Selection Index considering RSSI DIfference.

DOP A DOP B RSSI 차이 (dBm)
Good Excellent 3

Moderate Excellent 5
Good 2

Fair
Excellent -

Good 5
Moderate 3

므로 식 (11)과 같이 DOP 등급을 정의하였다 그림 3은 

DOP와 DOP 등급의 상관관계를 보여준다.

등급  1 + ln (11)

RSSI는 그림 1에서 보듯이 거리마다 일정하게 노이즈가 

발생하지만 거리가 멀수록 오차범위가 커짐을 볼 수 있다. 
1m에서는 오차범위가 인데 반해 10m에서의 오차범위는 로 

증가한다. 즉, RSSI 값이 작아질수록 거리 오차범위가 증가

함을 볼 수 있다.
2. DOP, RSSI를 고려한 선택함수

WLAN 측위알고리즘에 의하면 RSSI의 크기만 고려하여 

큰 순서대로 AP를 선택하여 사용하게 되는데 그림 3과 같

이 A의 경우보다 B의 경우가 측위정확도가 더 높게나오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는 3번과 4번 AP의 RSSI차가 그리 크지 않고 4번 AP

의 배치상태가 3번 AP의 배치상태보다 더 좋을 경우 즉, 
DOP가 더 작을 경우에 이런 결과가 나타난다. 다시 말해 

RSSI 값과 DOP을 고려하여 AP 조합을 선택한다며 더 좋

은 측위결과를 얻을 수 있다.

AP 구성 선택 함수

 


× ln


(12)

RSSI n : n번 AP의 RSSI
Var : 1, 2, n번 AP의 RSSI 분산

DOP1,2,n : 1, 2, n번 AP를 포함한 DOP

식 (12)에서는 나온 f 는 3개의 AP를 선택하였을 때 이 

구성이 줄 수 있는 측위 신뢰도를 말해준다. 이 선택함수는 

크게 RSSI 파트와 DOP파트 이 두 가지로 나눠진다. 
먼저 RSSI 파트는 RSSI 값이 클수록 좋은 지표의 값을 

나오게 된다. RSSI 값은 음수로 측정되므로 RSSI 값이 클

수록 그 절대값은 작게 나온다. 또 RSSI 값들의 합으로 나

타내져 있으므로 같은 RSSI합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RSSI값들의 표준편차로 나누어서 RSSI 편차가 골고루 나오

는 AP 조합을 선택하게 만들었다.
DOP파트는 식 (11)에서 결정한 DOP level의 역수를 사

용하여 DOP 값이 작을수록 높은 값이 나오도록 만들었다. 
측위 정확도는 RSSI 값이 클수록 DOP 값이 작을수록 높아

지므로 이 선택함수를 AP 구성에 적용하면 측위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
3. RSSI 차를 고려한 DOP 선택지표

실험환경[12]에서 앞서 적용한 선택함수를 적용한 후 AP
를 구성하여 측위를 하였을 때 실제로 측위정확도가 떨어

지는 구간이 있었다. 그 결과를 정리하면 표 2와 같다. 
표 2는 선택함수가 더 크더라도 RSSI 값의 차가 일정 이

상이 되면 선택함수가 무효화되는 값을 나타낸다. 예를 들

어 어떤 AP 구성 A의 DOP가 Good level이고 다른 AP 구
성 B의 DOP가 Excellent에 있을 때 각각의 AP 구성의 선택

함수의 값이 구성 B가 더 큰 상태에서, 구성 A가 구성 B보
다 RSSI 값이 3dBm 더 크다면 구성 A로 측위하는 것이 더 

정확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선택함수가 더 크고 DOP가 좋더라도 RSSI 절대값 차이

가 표와 같이 어느 이상 넘어가면 선택함수보다 RSSI가 유

효함을 보여준다.

IV. 시뮬레이션 및 결과 분석

1. 시뮬레이션 설정

시뮬레이션 환경은 [12]를 기반으로 만들었으며 가상의 

공간은 실내환경으로 14m x 14m의 평면공간에서 MS가 

(7m, 7m)에 존재하며 AP들은 6개가 램덤하게 생성되도록 

만들었다. 거리감쇠모델은 신호감쇠상수 n을 2.69, 1m에서 

수신되는 오프셋(offset) 값은 -26dBm으로 설정하였다. 그리

고 RSSI값에 -2dBm의 가우시안 노이즈가 발생한다고 가정

하였다. 
2. 시뮬레이션 결과

그림 5는 측위오차를 CDF (Cumulative Density Function)
로 나타낸 것으로 기존 RSSI가 가장 센 것을 측위 AP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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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시뮬레이션 환경.
Fig. 4. Simulation environment.

기존 방식

    선택함수 적용

그림 5. 선택함수를 고려한 측위방법 향상 (CDF).
Fig. 5. Positioning result of considering Selection Function 

(CDF).

선택함수

          선택함수와 선택지표

그림 6. 선택지표를 적용한 측위방법 향상 (CDF).
Fig. 6. Positioning result of applying Selection Index(CDF).

표 3. 시물레이션 결과.
Table 3. Result of Simulation.

기존방식
선택함수
적용

선택함수 
+

선택지표

평균
측위오차 [m] 2.23 1.79 1.3

오차 향상률 - 19.7 % 41.7 %
최적 AP 
구성률

61 % 78 % 85 %

선택하였을 때는 샘플의 90%가 3.6m 이내의 측위오차를 

가짐을 확인 할 수 있다. 그리고 선택함수를 적용하였을 때

는 샘플의 90%가 2.8m 이내의 측위오차를 가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6은 선택지표까지 적용한 성능을 나타낸

다. 선택함수와 RSSI 차를 고려한 DOP 선택지표를 같이 

고려하면 샘플의 90%가 2m 이내의 측위오차를 가짐을 확

인 할 수 있다.
표 3은 기존방식과 선택함수, 선택지표를 적용한 측위방

법에서의 평균오차와 오차 향상률, 최적 AP 구성률을 나타

낸다. 평균오차는 측위오차를 평균한 값이며 오차 향상률은 

기존 방식에 비해 향상된 오차율을 나타낸다. 마지막으로 

최적 AP 구성률은 AP 후보군 중에 측위시 가장 좋은 AP 
구성을 선택할 확률을 나타낸다.

V. 결론

본 논문에서는 무선랜 환경에서 주어지는 RSSI 측정치

와 위성 측위에서 사용되는 DOP 개념을 활용하여 측위를 

하였다. 그리고 측위에 사용되는 AP의 배치상태와 RSSI 값
을 통합적으로 다룰 수 있는 선택함수, 선택지표를 도입하여 

평균측위오차는 1.3m까지 줄였으며 최적 AP 구성률을 61%
에서 85%까지 끌어올렸다. 향후 비행체의 움직임을 고려한 

알고리즘을 실제 비행체에 적용하여 검증 및 최적화 등을 

추가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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