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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방위탐지기술은 위치표정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 매우 중요하다. 도착시간차(TDOA) 방위탐지 방식은 정확
도가 매우 높은 기술이며 1990년대부터 고주파신호 방위탐지에 사용되었다. TDOA 방식은 송신기에서 송신된 신호
가 거리가 다른 위치에 있는 두 개의 수신기에 도착하는 시간차를 이용하여 송신기의 방위를 측정하는 방식으로서 
수신신호의 신호대잡음비(SNR)와 안테나 기준선이 방위탐지 정확도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며, 본 논문에서는 SNR과 
안테나 기준선에 대한 방위각 정확도와 위치표정 정확도를 모사하였다. 기준선의 길이가 50m이고 SNR이 40dB 이상
이면, 입사방위각 0

o에서 약 0.51
o의 방위탐지 정확도를 얻었다.

주제어 : 위치표정, 방위탐지, 수신신호, 신호대잡음비, 시간차, 위치오차 

Abstract  The technology of direction finding is very important to make high position fixing accuracy. 
TDOA(time difference of arrival) direction finding technology is a high accuracy technology and is used in RF 
system from 1990. The principle of TDOA is to receive an emitter signal with two antennas, measure the time 
difference of received signal and then convert the time differences to azimuth angle. For high DF(direction 
finding) accuracy long basis line and high SNR at receiving system are needed. The DF accuracy and position 
fixing accuracy are simulated with different SNRs and antenna base lines. We obtain the DF accuracy of 0.51o

at 0o incident azimuth angle in case of 50m base line and 40dB SN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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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가 송신되는 신호원의 방 와 치를 측정하는 

기술은 재난구조나 군사 으로 매우 많이 사용되고 있으

며 방 측정 정확도와 치측정 정확도를 향상시키기 

해서 여러 종류의 방 탐지 기술이 연구되어 왔다 [1, 2].

방 탐지 기술은 신호원의 송신기에서 송신되어서 방

탐지 수신기에서 수신되는 의 진폭, 상, 시간, 주

수 등을 이용하여 가 송신되는 방 를 찾는 기술

이다. 1970년 와 1980년 에는 송신기의 송신신호크기

를 두 개의  수신 안테나에서 비교하는 진폭비교 방식과 

두 신호의 상차를 비교하여 송신기의 방 를 찾는 

상비교 방 탐지 기술이 많이 사용되었다.

1990년 이후에는 시간측정정확도가 향상되어 고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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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원의 방 탐지에 송신신호의 도착시간차(TDOA: 

Time Difference of Arrival)를 이용하는 방법과 도착주

수차(FDOA: Frequency Difference of Arrival)를 이용

하는 방법이 많이 사용되고 있다[3]. 

TDOA 기술은 신호원에서에서 송신되는 가 서로 

다른 치에 있는 두 개의 방 탐지 수신기에 도달하는 

의 도착시간차를 이용하여 신호원의 방 를 탐지하

는 기술이며 련 연구들이 최근까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4-7]. 1980년 부터 잠수함 탐지를 해서 수 에서 

음  센서를 사용하는 소나(sonar) 배열시스템에 사용

되었다[8]. 최근에는 시간측정 분해능이 nano 까지 향

상되어서 짧은 안테나 기 선에도 높은 방 탐지 정확도

가 가능해져서 미국, 독일, 체코 등에서 장비를 개발하여 

사용 이거나 개발 에 있다[8].

본 논문에서는 TDOA 기술을 이용하여 송신 신호의 

방 각과 방 각 정확도를 구하고, 이것을 이용하여 송

신기의 치를 탐지할 때 송신기 치탐지 오차를 계산하

다. 송신기 치추정은 방 각 탐지정확도에 의한 타

원형 기법과 원형오차확률(CEP: Circular Error 

Probability) 기법을 사용하 다. 

2. TDOA 방탐원리 

TDOA 기술을 사용하는 방 탐지 방식은 상비교 

기술을 사용하는 방 탐지 방식과 유사하지만, 상비교 

방 탐지 방식은 두 개의 배열안테나에 도착하는 신호의 

상차를 측정하는 것에 비해서 TDOA 방식은 두개의 

배열안테나에 도착하는 신호의 시간차를 측정하여 방

각을 계산하는 것이다. 

[Fig. 1]은 두 개의 방 탐지용 배열 안테나와 시간차 

측정 장치로 구성된 TDOA 방 탐지 장비이다. 여기에

서 안테나 1과 안테나 2의 거리를 기 선(d)이라하고, 송

신 신호의 입사각을 (rad.), 속도를 c라 두면, 두 안

테나에 도달하는 송신신호의 도착 시간차 는 식 (1)

과 같이 표시할 수 있다[2].

 
   (1)

[Fig. 1] Principle of TDOA Direction Finding

송신신호의 입사방 각 에 한 측정방 각 오차를 

구하기 해서 식 (1)을 미분하여 측정방 각에 한 방

각 오차 에 해서 정리하면 식 (3)과 같이 된다. 

여기에서 는 측정시간 오차, 는 기 선 거리오

차이다.



 

 
    (2)

 
  


  (3)

식 (3)에서 기 선 거리오차 를 0으로 가정하면 방

각 오차는 식 (4)와 같이 시간측정오차 에 의해

서 결정되며 이 때 각도 단 는 라디안(radian)이다. 

 
    (4)

3. 방위탐지 정확도 모사

식 (4)에서 방 각 오차는 기 선의 길이와 송신신호 

입사각의 코사인값()에 반비례하고, 시간측정 오차

에 비례한다. 시간측정 오차는 [9]에서 방 탐지수신기의 

SNR과 펄스신호의 상승시간(Tr)의 함수이며 식 (5)와 

같이 유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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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방 각 오차를 방탐수신기의 SNR과 펄스신호의 상승

시간(Tr)에 해서 구하기 해 식 (4)에 식 (5)를 입하

면 방 각 오차는 식 (6)과 같이 된다. 

 
  (6)

[Fig. 2]는 안테나 거리를 10m, 펄스신호의 상승시간

(Tr)을 10ns, SNR을 6dB, 20dB, 40dB로 한 경우 신호

의 입사각 범 가 0o∼60o인 경우에 한 모사 결과이

다. 방 각 오차는 SNR이 40dB인 경우 입사각이  0o일 

때 약 2.6o에서 입사각이 60o이면 5.5o가 되는 것을 볼 수 

있다. 

[Fig. 2] Azimuth Angle Errors vs. Incident Angles 
        (Tr=10ns, d=10m)

[Fig. 3]은 안테나 거리를 50m, 펄스신호의 상승시간

(Tr)을 10ns, SNR을 6dB, 20dB, 40dB로 한 경우에 한 

모사 결과이다. 방 각 오차는 SNR이 40인 경우 입사각

이 0o일 때 약 0.51o에서 입사각이 60o이면 1.1o가 되는 것

을 볼 수 있다. 

[Fig. 4]는 안테나 거리를 10m, 펄스신호의 상승시간

(Tr)을 5ns, SNR을 6dB, 20dB, 40dB로 한 경우에 한 

모사 결과이다. 방 각 오차는 SNR이 40dB인 경우 입사

각이 0o일 때 약 1.3o에서 입사각이 60o이면 2.7o가 되는 

것을 볼 수 있다.    

[Fig. 3] Azimuth Angle Errors vs. Incident Angles
        (Tr=10ns, d=50m)

[Fig. 4] Azimuth Angle Errors vs. Incident Angles
        (Tr=5ns, d=10m) 

[Fig. 5]는 안테나 거리를 50m, 펄스신호의 상승시간

(Tr)을 5ns, SNR을 6dB, 20dB, 40dB로 한 경우에 한 

모사 결과이다. 방 각 오차는 SNR이 40dB인 경우 입사

각이 0o일 때 약 0.26o에서 입사각이 60o이면 0.55o가 되는 

것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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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Azimuth Angle Errors vs. Incident Angles
        (Tr=5ns, d=50m)

4. 위치표정 오차 분석 

4.1 방위각 기준 위치오차분석

송신신호의 치를 결정하는 치표정(position 

fixing) 방법에는 다수의 방탐수신기에서 측정한 송신신

호의 방 각을 연장하여 교차 을 찾는 방탐기

(Direction Finding based) 방식과 3 개 이상의 수신 에

서 타원형궤  교차 을 이용하여 치를 찾는 거리기반

(Range-based) 치표정 방법이 많이 사용된다[3, 9]. 

방 각 기  방식의 치 표정오차는 [Fig. 6]과 같이 

#1 안테나와 #2 안테나에서 측정한 송신기의 방 각을 

연장하여 두 방 각의 교차 에 형성되는 오차범 를 타

원형 모델로 처리하는 방법이다. [Fig. 6]에서 #1 지 (0, 

0)과 #2 지 (b, 0) 에 있는 방탐수신기가  E(x, y)지 에 

치한 표 의 방 각을 측정한다. 측정 방 각이 오차

가 0o이면 두 방 각의 교차 은 정확하게 E 지 에서 만

나지만 방 각 오차에 의해서 표 의 치는 E 주변 사

각형 내부의 한 이된다.  오차사각형을 확률 값에 따른 

오차타원으로 치환하여  오차타원의 장축과 단축을 구하

면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10].  

[Fig. 6]의  지  1, 지  2에서  E(x, y)의 y 값을 계산

하면 식 (7)과 같고,  E(x, y)가 두 방 각 연장선의 교차

 에 있으면 E의 x 좌표, y 좌표는 식 (8), (9)와 같이 

유도된다. 

[Fig. 6] DF-based Position Fixing

      (7)

   

   
(8)

   

    
(9)

식 (8), (9)에서 방 각( ) 변화(variation)에 의

한 E의 좌표(x, y)의 변화(variation)를 구하면 식 (10)과 

같다.







 

 
 











 (10)

여기서, 

  

  
  

       (11) 

  

  
  

      (12) 

  

  
  

      (13) 

  

  
  

      (14)

 

식 (10)의 변화(variation)에 한 공분산(covariance)

은 식 (15)와 같이 표시될 수 있다[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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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방 각   에 한 표 편차(standard deviation)

를   라 하면 식 (15)의 공분산 행렬은 식 (16)과 

같이 표 된다. 







 




 

 
 




 

 
 






 (16)

한 [Fig. 6]에서 방 각 오차  는 표 편

차     으로 치환될 수 있으며 두 표 편차의의 평

균치는 로 표시할 수 있다. 식 (16)의 공분산행렬에서 

고유치(eigenvalue)를 구하면 고유치의 두 값은  [Fig. 7]

과 같은 오차타원의 장축()과 단축()이 되며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3].

    
 (17)

   
 (18)

여기서 

     
     

    


   
    

         

4.2 원형오차확률(CEP) 모델

원형오차확률(CEP) 방법은 간단한 치 측 정확도 

측정방법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 CEP는 2차원 시스템

에서, 평균치가 그 심이 되는 랜덤 벡터 값의 50%를 포

함하는 원의 반지름으로 정의된다. 

[Fig. 7]은 [Fig. 6]의 오차타원과 CEP의 기하학  

계를 도시하고 있다. 오차타원의 장축()과 단축

() 값이 주어지면 오차타원의 심에서 표 의 50%

를 포함하는 CEP의 반지름()은 식 (19)와 같이 근사

화 될 수 있다[9].

     (19)

[Fig. 8]은 [Fig. 6]에서 #1, #2 에서 방 각 오차가 1o,  

0.5o, 0.1o인 경우 기 선(D)과 표 의 거리에 따른  CEP

의 반지름() 크기를 모의 한 것으로 표 의 치오

차를 잘 측할 수 있다.

[Fig. 7] CEP Position Fixing

[Fig. 8] Normalized CEP of the triangulation 
technique vs. distance along the 
baseline axis[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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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본 논문에서는 TDOA 방 탐지 기법의 정확도 분석과 

이를 이용한 치표정 정확도에 해서 기술하 다. 

TDOA 방 탐지 오차는 로세서의 시간 분해능과 수신

신호의 SNR에 크게 계되므로 SNR의 변화에 따른 모

사를 실시하 다. 펄스의 상승시간이 10ns이고, 기 선의 

길이가 50m인 경우에  SNR이 40dB 이상이면, 입사방

각 0
o 에서 약 0.51o 의 방 탐지 정확도를 얻을 수 있었다.  

한  삼각측정법(triangulation) 에 의한 치표정 오차

를 수식 으로 유도하여 치오차범 에 한 수치  모

사를 제안하 다. 특히 방 각 측정오차가 1
o,  0.5o, 0.1o 인 

경우 기 선(D)과 표 의 거리에 따른  CEP의 반지름

() 크기를 모의 하 다. 이러한 결과는 조난구조  

군사  치측정에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고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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