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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신경망을 이용한 복합 항법 시스템 및 신경망 적용 방법

요약

본 발명은 신경망을 포함한 복합 항법 시스템에 관한 것으로서, 본 발명의 복합 항법 시스템은 위성을 이용한 범 지구 항법

시스템(GPS)을 주 항법 시스템으로 하고, 위성으로부터 신호의 수신이 힘든 경우에는 이동 통신 기지국을 이용한 무선 측

위 시스템(TDOA 시스템)을 이용한다.

또한, 본 발명의 복합 항법 시스템은 위성으로부터의 GPS신호를 수신하여 위치 측정을 수행하는 GPS 신호처리부와 이동

통신 기지국으로부터의 측위신호를 수신하여 위치 측정을 수행하는 TDOA 신호처리부 및 GPS 신호처리부와 TDOA 신호

처리부에서 각각 입력되는 위치 측정값을 이용하여 이동 단말기의 위치에 대한 학습과 예측의 기능을 수행하는 신경망을

포함한다.

대표도

도 4

색인어

복합 항법 시스템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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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은 복합 항법 시스템의 한 구성요소인 범 지구 항법 시스템(GPS)을 위한 인공위성의 배치를 보여주는 구성도이다.

도 2는 TDOA 시스템을 사용한 위치 측정 방법을 보여주는 도면이다.

도 3은 주 항법 시스템으로는 GPS를 사용하고 위성신호의 수신이 힘든 지역에서는 TDOA 시스템을 사용하는 종래의 복

합 항법 시스템의 구성도이다.

도 4는 신경망을 포함한 본 발명의 복합 항법 시스템의 블록도이다.

도 5는 일반적인 신경망의 알고리즘을 설명하는 도면이다.

도 6은 다섯개의 입력과 하나의 히든 레이어 및 세개의 출력을 갖는 본 발명의 실시예로서 제시된 신경망의 도면이다.

도 7은 본 발명의 신경망을 포함한 복합 항법 시스템에서의 실시예를 보여주는 순서도이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이동 통신 시스템에서 이동 단말기 사용자의 위치 측정을 위한 항법 시스템(Navigation System)에 관한 것으로

서, 특히 신경망(Neural Network)을 포함한 복합 항법 시스템(Hybrid Navigation System)과 그 구현 방법에 관한 것이

다.

복합 항법 시스템은 인공위성을 이용한 범 지구 항법 시스템(GPS:Global Positioning System)과 이동 통신망을 이용한

무선 측위 시스템이 혼합된 형태의 항법 시스템을 말한다.

도 1은 복합 항법 시스템의 한 구성요소인 범 지구 항법 시스템(이하,GPS)을 위한 인공위성의 배치를 보여주는 구성도이

다. 도 1에 보인 것처럼, GPS에서 인공위성 배치는 적도면을 기준으로 궤도 경사각이 55°인 6개의 원형궤도면(OB)에 각

각 4개씩 총 24개의 인공위성(TS)이 배치되어 있다. 도 1과 같은 인공위성(TS)의 배치는 사용자의 3차원 위치 및 GPS 수

신기의 시계오차를 계산하기 위해 가시위성 수가 지구 전역에서 최소한 4개 이상이 될 수 있도록 설계된 것이다.

GPS 방식에서의 위치 결정 원리는 현재의 정확한 위치를 알고 있는 위성들에서 발신되는 전파를 수신하여, 위성에서 GPS

수신기까지의 전파도달시간을 측정하고, 전파에 실린 코드를 분석하여 실시간으로 수신기의 공간적 위치를 결정한다. 또

한, GPS에서는 위성의 위치 정보와 의사 거리(Pseudo Range)를 이용하여 사용자의 위치를 결정하기 위한 추정기

(Estimator)로써, 칼만 필터(Kalman Filter)를 주로 사용한다.

칼만 필터는 과거의 측정된 상태 정보들을 이용하여 현재, 혹은 미래의 상태를 예측(Prediction)하는 필터이다. 좀 더 상세

히 설명하면, 칼만 필터는 상태 변수의 운동 즉, 미래의 예측되는 움직임을 나타내는 상태방정식과 측정방정식으로 구성되

는 시스템 모델을 이용하는 것으로, 측정치로부터 상태변수를 가장 잘 예측할 수 있는 필터들 중 하나이다. 그리고, 칼만

필터는 예측된 상태변수값과 실제 측정값과의 오차에 대한 공분산(Covariance)을 이용하여, 다음 예측값의 정확성을 높일

수 있다. 다시 말해, 칼만 필터는 예측(Prediction)과 보정(Correction)의 과정을 반복적으로 수행하면서 예측값과 실제 측

정값과의 오차의 공분산을 최소화하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칼만 필터를 이용하여 GPS에서는 약간의 수신 장애가 발생한 경우의 신호 감쇄에 의한 약한 위성 신호에도 비교적

정확한 위치값을 검출해 낼 수 있다. 또한, 칼만 필터는 신호와 잡음의 분리도가 우수하여 순간적인 위치의 점프(jump) 현

상을 방지할 수도 있어서, 정확한 위치, 속도, 및 시간을 안정적으로 검출하는데 크게 기여한다. 그러나, 위에서 설명한 칼

만 필터를 갖는 GPS의 장점에도 불구하고 도심 밀집 지역이나 실내와 같이 가시위성의 수가 부족할 경우 즉, 가시위성이

4개 이하일 경우에는 위치 측정이 불가능하거나 또는, 최초 위치 측정을 위한 동기에 소요되는 시간(TTFF:Time To Fix

First)이 길어지는 단점이 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 복합 항법 시스템에서는 GPS에 비해 도심지에서 측위신호의 수신

이 용이한 이동 통신망을 이용한 무선 측위 시스템을 사용하여 사용자의 위치를 측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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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 측위 시스템은 이동 단말기에서 송신한 특정의 신호를 세개 이상의 기지국에서 수신하고, 그 신호의 도달시간을 이용

하여 각 기지국과 이동 단말기의 거리를 구한 다음, 삼각법을 이용하여 이동 단말기의 위치를 계산한다. 무선 측위 시스템

에서 이동 단말기의 위치를 계산하는 방법에는, 신호의 도달시간(TOA:Time Of Arrival)을 이용하는 방법과 도달시간차

(TDOA:Time Difference Of Arrival)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TDOA 방식이 사용되어 진다.

도 2는 TDOA 방식을 사용하는 무선 측위 시스템에서의 위치 측정방법을 보여주는 도면이다.

TDOA 시스템은 앞서 언급한 것처럼, 서로 다른 기지국에서 송신한 신호의 도달시간차를 이용하여 이동 단말기의 위치를

결정한다. 도 2에 보인 것처럼, 두 기지국(BS1, BS2)에서 이동 단말기(MS)까지의 거리의 차에 비례하는 전파도달시간차

가 측정되고, 이 두 기지국(BS1, BS2)에서 거리의 차가 일정한 곳(R1-R2=일정) 즉, 두 기지국을 초점으로 하는 쌍곡선

(A) 위에 단말기(MS)가 위치하게 된다. 여기에 기지국 BS1과 또 다른 기지국 BS3을 이용하여 동일한 방법(R1-R3=일정)

으로 하나의 쌍곡선(B)이 더 얻어지고, 이 두 쌍곡선(A, B)의 교점이 단말기(MS)의 위치가 된다.

TDOA 시스템은 GPS와는 달리, 도심이나 실내와 같이 위성신호의 수신이 힘들어 GPS를 통한 위치 측정이 불가능한 지역

에서도 위치 측정을 위한 측위 신호의 확보가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 그래서, 최근에는 도 3과 같이 주 항법 시스템으로

는 GPS(302)를 사용하고 위성신호의 수신이 힘든 지역에서는 TDOA(304) 시스템을 사용하는 복합 항법 시스템(300)이

제안되고 있다.

그러나, TDOA 시스템은 GPS에 비해 NLOS(Non Line Of Sight)와 다중경로(Multi-path) 오차에 기인한 영향으로 그 정

확도면에서 성능이 현저히 떨어진다. 따라서, GPS와 TDOA 시스템을 혼합한 형태의 복합 항법 시스템도 TDOA 시스템의

오차가 그대로 반영되어 미연방 통신 협회(FCC:Federal Communication Commission)에서 규정한 규격인 E911

(Enhanced 911)의 조건(즉, 사용자의 위치 추적 오차가 망 기반(Network Based)의 무선 측위 시스템에서는 100미터 이

하일 확률이 67% 이상이고, 단말기 기반의 무선 측위 시스템에서는 50미터 이하일 확률이 67% 이상)을 만족시키지 못하

고 있다.

위와 같은 복합 항법 시스템의 오차는 앞서 언급한 칼만 필터에 의해 보완되어질 수 있다. 그러나, 각각 독립적으로 위치값

을 측정할 수 있는 GPS와 TDOA 시스템에 의한 각각의 위치 측정값들은 오차를 포함한 위치값으로 상호 비선형 관계를

가진다. 그리고, 이러한 비선형 관계를 정확히 유추하여 예측할 수 있는 칼만 필터를 설계하기 위해서는, 복합 항법 시스템

의 동적(Dynamic)방정식과 측정기의 오차모델과 같은 수학적 모델이 필요하지만, 위치값의 비선형적인 동적 특성 때문

에, 이러한 수학적 모델을 정확히 세우는 것은 어렵다. 따라서, 종래의 복합 항법 시스템에서 정확한 위치값을 획득하는 데

에는 한계가 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의 목적은 GPS와 TDOA 시스템을 혼합한 복합 항법 시스템에서 GPS 신호의 가관측성이 결여되어 TDOA 시스템

을 사용하여 위치 측정을 하는 경우에, 보다 정확한 위치값을 유추하여 예측할 수 있는 신경망을 포함하는 복합 항법 시스

템의 구현에 있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구성)

본 발명에서는 상술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GPS 신호처리부와 TDOA 신호처리부 및 신경망(Neural Network)을 포함

한 향상된 복합 항법 시스템을 개시한다.

본 발명의 GPS 신호처리부는 위성으로부터의 GPS 신호를 수신하여 이동 단말기의 위치 측정을 수행하고, TDOA 신호처

리부는 이동 통신 기지국으로부터의 측위신호를 수신하여 이동 단말기의 위치 측정을 수행한다. 그리고, 신경망은 GPS 신

호처리부와 TDOA 신호처리부에 의해 측정된 위치값을 사용하여 이동 단말기의 위치에 대한 학습과 예측의 기능을 수행

한다.

또한, 본 발명에서는 상술한 복합 항법 시스템의 구현을 위한 효과적인 방법도 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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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에 의한 복합 항법 시스템 구현 방법은 먼저, 이동 단말기의 초기화에 의해 GPS에 의한 위치 측정값과 TDOA 시스

템에 의한 위치 측정값을 수신한다. 이 때, 수신 가능한 GPS 신호가 4개 이상인 경우에는 측정된 위치 정보를 신경망을 통

하여 학습하고, GPS를 이용하여 위치를 판정한다. 만약, 수신 가능한 GPS 신호가 4개 미만인 경우에는 학습된 신경망을

포함하는 TDOA 시스템을 이용하여 위치를 판정한다. 그리고, GPS를 이용한 위치 판정과 TDOA 시스템을 이용한 위치 판

정이 둘 다 불가능한 경우에는 GPS와 TDOA 시스템에 대해 초기화를 수행하고, 이전의 학습된 신경망을 통한 결과값만으

로 위치 예측만을 수행한다.

(실시예)

도 4는 본 발명의 신경망을 포함하는 복합 항법 시스템의 블록도이다.

본 발명의 복합 항법 시스템(400)은 도 4에 보인 것처럼, 위성으로부터의 GPS 신호를 수신하여 위치 측정을 수행하는

GPS 신호처리부(402)와 이동 통신 기지국으로부터의 측위신호를 수신하여 위치 측정을 수행하는 TDOA 신호처리부

(404) 및 GPS 신호처리부(402)와 TDOA 신호처리부(404)의 위치 측정값을 입력으로 하여 학습과 예측의 기능을 수행하

는 신경망(406)을 포함한다.

본 발명의 복합 항법 시스템은 주 항법 시스템으로 GPS를 이용하여 위치를 측정하고, 이 측정된 위치값을 통해 신경망을

학습시키며, GPS의 이용이 불가능한 상황에서는 학습된 신경망을 이용한 칼만 필터를 사용하여 TDOA 시스템을 통한 위

치 예측에 도움을 줌으로써, 보다 정확한 위치값을 판정할 수 있도록 한다.

신경망은 생물의 신경전달 과정을 단순화하고, 이를 수학적으로 해석한 모델로써, 복잡하게 얽혀 있는 신경세포인 뉴런

(Neuron:신경망에서는 네트워크를 이루는 최소단위)을 통과시켜가면서 뉴런끼리의 연결강도를 조절하는 일종의 학습

(learning)과정을 통해 문제를 분석한다. 이러한 과정은 사람이 학습하고 기억하는 과정과 비슷하며, 이를 통해 추론, 분

류, 예측 등을 수행할 수 있다. 현재 신경망은 최적화와 예측문제 등에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신호처리, 음성인식, 로보틱

스(Robotics), 항법시스템 등의 다방면에서 응용되어지고 있다.

종래에는 시스템의 동작을 예측하기 위해 과거의 데이터를 이용한 확률 또는, 통계기법을 통한 문제 해결 방법이 일반적으

로 사용되어 왔지만, 신경망을 이용하여 접근하면 훨씬 더 간단하고, 쉽게 비교적 정확한 해답을 구할 수 있으며, 이러한

신경망을 학습시키는 방법에 따라 다양한 신경망 이론이 제안되고 있다.

도 5는 히든 레이어(Hidden layer)를 갖는 일반적인 신경망을 묘사하는 도면이다.

도 5에 보인 바와 같이, 신경망은 입력 레이어(Input layer)와 히든 레이어(Hidden layer) 및 출력 레이어(Output layer)

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신경망의 히든 레이어의 개수와 프로세싱 유닛(Processing Unit:1~4)의 개수는 일정한 법칙에

의해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실험을 통한 시행착오를 거쳐 경험적으로 결정된다. 일반적으로 신경망에서 히든 레이어의 개

수와 프로세싱 유닛의 개수가 많을수록 즉, 신경망의 자유도가 클수록 세밀한 예측이 가능하지만, 신경망에 의한 학습에

소요되는 시간도 같이 증가되어 실시간 계산이 불가능한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으므로, 이를 적절히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

다.

본 발명의 복합 항법 시스템에서는, 신경망의 역 전파 알고리즘(Back Propagation Algorithm)을 통해 위치정보를 학습한

다.

역 전파 알고리즘은 먼저 신경망의 가중치들(weights)을 초기화하고, 신경망의 입력 레이어로 입력되는 위치값들을 히든

레이어와 출력 레이어를 통해 전파(Propagate)한다. 그리고, 출력 레이어에서 설정된 목표값과 전파된 출력값을 비교하여

출력 레이어에서의 오차와 히든 레이어에서의 오차를 계산한 후, 계산된 오차를 반영하여 각 레이어의 가중치들을 보정한

다. 신경망에 의해 전파된 출력값과 실제 목표값 사이의 오차가 없어질 때까지 상기 과정을 반복하여 수행함으로써, 신경

망을 학습시킨다.

도 6은 본 발명에서 사용되는 신경망의 실시예를 보여준다.

본 발명의 실시예로서 개시된 도 6의 신경망은 다섯 개의 입력과 하나의 히든 레이어 및 세 개의 출력으로 구성되고, 히든

레이어는 여섯 개의 프로세싱 유닛(Processing Unit)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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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의 신경망은 GPS 신호의 수신이 용이한 상태에서는 이전시간의 위치에 대한 GPS 위치값(NGt-1, EGt-1)과 TDOA

시스템에 의한 위치값(NTt-1, ETt-1) 및 GPS 수신기의 시계오차(Clock Bias)를 입력으로 하여, 신경망을 통한 전파과정

을 거쳐 출력한다. 그리고, 출력되는 현재의 위치에 대한 위치 예측값(Nt, Et)과 GPS의 칼만 필터에 의해 획득되는 위치 목

표값 즉, GPS에 의해 판정된 위치값을 비교하여, 그 오차를 역 전파 알고리즘을 통해 보정함으로써, 신경망을 학습시킨다.

(단, NGt-1, EGt-1은 이전시간(t-1)에 GPS에 의해 측정된 NE 좌표계에서의 위치 좌표값이고, NTt-1, ETt-1은 TDOA 시

스템에 의해 측정된 위치 좌표값이다. 그리고, Nt, Et 는 신경망에 의해 예측된 현재 위치의 좌표값이다.)

그리고, GPS 신호의 수신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TDOA 시스템에 의한 위치 측정값만을 입력으로 하여, 위와 같은 학습된

신경망을 통해 전파함으로써, 보다 더 정확한 위치값을 얻을 수 있다.

도 7은 도 6의 신경망을 이용하는 본 발명의 복합 항법 시스템을 구현하기 위한 순서도이다.

GPS 수신기가 장착된 휴대용 단말기를 처음 구동시키면 GPS가 초기화되고 GPS 내부의 칼만 필터도 함께 초기화되며,

GPS 신호의 인지와 추적의 과정을 통해 GPS 위성의 위치와 의사거리(Pseudo Range)를 획득하고, TDOA 신호를 감지한

다.(단계 S702) 그리고, GPS를 통한 위치 측정이 가능한지 여부를 판별(단계 S704)하여, GPS의 이용이 가능하다면 즉,

수신 가능한 GPS 신호가 4개 이상이라면, GPS를 구동하는 칼만 필터의 출력값을 신경망의 목표값으로 설정하여 신경망

을 학습시키고(단계 S706), GPS를 통한 위치 판정을 수행한다.(단계 S708)

그러나, 단계 S704에서 수신 가능한 GPS 신호가 4개 미만이라면, GPS를 이용한 위치 측정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TDOA 시스템을 이용하여 위치 측정을 수행하는데 먼저, 수신되는 TDOA 신호가 3개 이상이 되는지를 판별(단

계 S710)하여 3개 이상이 된다면, TDOA 시스템을 통해 위치 측정을 수행하고, 측정된 위치값을 학습된 신경망을 이용하

여,(단계 S714) 위치값을 판정한다.

위 단계 S710에서 수신 가능한 TDOA 신호가 3개 이상이 아니라면, 수신되는 GPS 신호와 TDOA 신호의 합을 판별(단계

S712)하여, 이 두 신호의 합이 3개 이상이면, 단계 S714와 같이, 학습된 신경망을 이용한 TDOA 시스템을 통해 위치를 판

정하다. 그리고, 단계 S712에서 수신되는 두 신호의 합이 3개 미만이라면, GPS와 TDOA 시스템의 초기화를 수행하고, 이

전의 신경망을 통한 결과값을 가지고 위치 예측만을 수행한다.

발명의 효과

상술한 바와 같이, 본 발명의 복합 항법 시스템은 비선형적인 위치 측정값들에 대한 수학적 모델을 세우지 않고서도, 신경

망의 입력과 출력에 의한 가중치의 학습을 통해 GPS와 TDOA 시스템의 단점을 상호 보완함으로써, 보다 정확한 위치값을

획득할 수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위성으로부터 GPS(Global Positioning System) 신호를 수신하여 이동 단말기의 위치 측정을 수행하는 GPS 신호처리부

와;

이동 통신 시스템 기지국으로부터 측위신호를 수신하여 상기 이동 단말기의 위치 측정을 수행하는 TDOA(Time

Difference Of Arrival) 신호처리부; 및

상기 GPS 신호처리부에 의한 위치 측정값과 상기 TDOA 신호처리부에 의한 위치 측정값 및 GPS 수신기의 시계오차를 입

력으로 하고, 상기 GPS 신호처리부의 상기 위치 측정값을 목표값으로 하여 가중치를 보정함으로써 위치 정보를 학습하는

신경망을 포함을 특징으로 하는 복합 항법 시스템.

청구항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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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항에 있어서,

상기 복합 항법 시스템은 4개 이상의 GPS 신호의 수신이 가능한 경우, 상기 GPS 신호처리부를 이용하여 위치 측정을 수

행함을 특징으로 하는 복합 항법 시스템.

청구항 3.
삭제

청구항 4.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신경망은 상기 GPS 신호처리부에 의해 각 시간대별로 입력되는 위치 측정값을 역 전파하여 학습함을 특징으로 하는

복합 항법 시스템.

청구항 5.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신경망은 상기 GPS 신호처리부에 의해 입력되는 위치 측정값을 실시간으로 학습함을 특징으로 하는 복합 항법 시스

템.

청구항 6.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신경망의 목표값은 상기 GPS 신호처리부의 칼만 필터에 의한 위치값임을 특징으로 하는 복합 항법 시스템.

청구항 7.

제 1항에 있어서,

가시위성의 수가 4개 미만일 경우에는, TDOA 신호처리부를 이용하여 위치 예측을 수행함을 특징으로 하는 복합 항법 시

스템.

청구항 8.

제 7항에 있어서,

상기 신경망은 상기 TDOA 신호처리부에 의한 위치 측정값을 입력으로 하여, 학습된 상기 신경망을 통해 이동 단말기의

위치를 예측함을 특징으로 하는 복합 항법 시스템.

청구항 9.

이동 통신 시스템에서 이동 단말기의 위치 측정을 위한 복합 항법 시스템을 구현하는 방법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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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이동 단말기의 초기화에 의해 GPS에 의한 위치 측정값과 TDOA 시스템에 의한 위치 측정값을 수신하는 단계;

수신되는 GPS 신호가 4개 이상인 경우, 상기 GPS에 의한 상기 위치 측정값과 상기 TDOA 시스템에 의한 상기 위치 측정

값 및 GPS 수신기의 시계오차를 입력으로 하고, 상기 GPS 에 의한 상기 위치 측정값을 목표값으로 하여 가중치를 보정함

으로써 신경망의 위치 정보를 학습하는 단계;

GPS를 이용하여 상기 이동 단말기의 현재 위치를 판정하는 단계;와

상기 수신되는 GPS 신호가 4개 미만이고, 수신되는 GPS 신호와 TDOA 신호의 합이 3개 이상인 경우, 상기 학습된 신경망

을 포함하는 TDOA 시스템을 이용하여 상기 이동 단말기의 위치를 판정하는 단계; 및

상기 두 신호의 합이 3개 미만인 경우, 상기 GPS와 TDOA 시스템에 대해 초기화를 수행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

로 하는 복합 항법 시스템 구현 방법.

청구항 10.

제 9항에 있어서,

상기 TDOA 시스템을 이용하여 상기 이동 단말기의 위치를 판정하는 단계에서 먼저, 수신되는 TDOA 신호만으로 3개 이

상인 경우를 우선함을 특징으로 하는 복합 항법 시스템 구현 방법.

청구항 11.

제 9항에 있어서,

상기 신경망은 역 전파 알고리즘에 의해 학습됨을 특징으로 하는 복합 항법 시스템 구현 방법.

청구항 12.

제 9항 또는 제 11항에 있어서,

상기 GPS를 이용한 위치 측정값은 상기 신경망의 학습 시에 신경망의 목표값이 됨을 특징으로 하는 복합 항법 시스템 구

현 방법.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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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

도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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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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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4

도면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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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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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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