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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he nonlinear estimation and the pseudo-linear 
estimation are used to treat the target localization in sensor network 
which provides range difference of arrival (RDOA) measurements. It 
is known that the nonlinear estimation has sensitive problem for the 
initial estimate and the pseudo-linear estimation has a large 
estimation error. The QCLS method is the typical estimator of the 
methods for pseudo-linear estimation. However the estimate by using 
the QCLS method includes the estimation error because the first 
stage of two estimation processes of the QCLS method causes the 
biased estimation error. Therefore we propose a instrumental 
variables(IV) method for minimizing the estimation error of the first 
stage. The simulation shows that the performance of the proposed 
method is superior to the QCLS method.

1. 서    론

  센서 네트워크를 이용한 피동 치 추정 문제를 해결하기 해 시간
차를 이용하는 수신 방식이 주로 쓰이고 있다. 그러나 시간차 정보를 이
용한 치 추정 문제는 일반 으로 비선형 문제이기 때문에 닫힌 해가 
존재하지 않는다 [1]. 이를 해결하기 해 임의의 함수로 비선형 측정방
정식을 의사 선형 방정식으로 변환하여 닫힌 해를 얻어낼 수 있는 방법
이 제안되었으나 측정행렬에 잡음이 포함된 측정치를 재사용하여 선형 
식을 구성하 기 때문에 이로 인한 추정오차를 보상할 수 있는 선형 추
정기가 필요하게 되었다. 표 인 추정기로 QCLS(quadratic correction 
least squares), LCLS(linear-correction least squares), TLS(total least 
squares), RoLS 등의 기법들이 있다 [2],[3]. 
  이  QCLS 기법은 두 단계의 가  최소 자승 기법과 간변수 간의 
제약 조건을 이용하여 기존의 일반 인 최소 자승 기법의 추정 오차를 
여 표  치 추정의 정확도를 개선시킨 기법이다 [4]. 그러나 QCLS 
기법의 1단계 추정치를 구할 때 추정치의 오차를 작다고 가정하고 0으
로 근사화하는 과정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 QCLS 기법 기반 추
정기는 편향된 결과를 낸다. 본 논문에서는 QCLS 1단계 추정치를 구하
는 과정에서 측정행렬끼리 는 측정 행렬과 측정 잡음간 상 성이 존
재할 경우 측정행렬을 다른 행렬로 체하여 상 성으로 인한 추정오차
를 발생되지 않게 하는 IV(Instrumental Variables) 기법[5]을 이용해 
QCLS의 최종 추정치의 추정오차를 이는 방법을 제시한다.

2. 본    론

  2.1 RDOA를 이용한 의사선형 모델

  평면 센서 네트워크에서 TDOA(time difference of arrival) 측정치를 
얻을 수 있다. TDOA 측정치는 센서네트워크에서 사용하는 신호원의 
 속도를 이용하여 거리차를 나타내는 RDOA(range difference of 

arrival) 값으로 환산할 수 있다.  

        (1)

실제로 우리가 얻는 RDOA 측정치에는 측정오차가 포함되어 있으며, 측
정오차를 고려한 RDOA 측정치를 이용하여 상 물체와 측정치간의 
계를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2)

여기서 은 실제 TDOA를 계산할 때 발생하는 오차에 신호원의 

속도를 곱하여 나타낸 RDOA 측정 잡음이며 평균 백색 잡음으로 
가정한다. RDOA 잡음 의 분산은 각 센서에 따라 다르며, 실험 환

경에 따라 분산이 변할 수도 있다고 가정하기 해 
으로 모델링을 

하 다. 는 사  실험으로 획득할 수 있는 1번 RDOA 측정 분산값과

의 비를 나타내며, 은 1번 RDOA 측정 분산값을 나타낸다. 를 들어 
[5]에서 제안한 모든 센서의 분산이 동일한 모델의 경우 
 ⋯     으로 나타낼 수 있다.

  의 비선형 방정식(2)는 [2]에서 제시된 양변을 제곱하는 방법을 이
용하여 의사선형방정식으로 변형할 수 있다. 그러나 [6]에서 지 한 바
와 같이 제곱하는 경우 잡음도 제곱이 되기 때문에 의사선형방정식은 
평균이 아닌 편향된 측정잡음으로 구성된 측정방정식이 된다. 따라서 
각 측정치 별 분산을 고려한 의사선형방정식은 다음과 같다.

  
 

        (3)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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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와 같은 선형 방정식은 충분한 측정치가 주어진 경우, 닫힌 형태의 
해가 존재하기 때문에 추정기의 기치 선정이 자유로운 장 이 있으며 
일반 인 최소자승 기법으로도 추정치를 구할 수 있다. 그러나 최소자승 
추정기에 측정행렬을 구성할 때 (3)의 두 번째 식인 로 구성할 수 없

고, 잡음이 포함된 RDOA 측정치를 이용하여 구성된 만 사용가능하

기 때문에 측정잡음에 따른 추정오차가 여 히 존재한다. 이러한 추정오
차를 제거하기 하여 [5]는 IV기법을 이용한다.

보조정리 1. IV 기법을 이용한 위치 추정 [5]

  시스템의 측정방정식이 (3)식과 같을 경우 IV 기법을 용한 표 의 
치 추정식은 다음과 같으며,


  

 
 (4)

여기서, 첨자 는 임의의 행렬 를 시간에 해 한 블록행렬 

    ⋯ 
 
을 나타내며,

  .

IV 기법을 이용한 추정치는 통계 으로 실제 치 값으로 수렴한다.

plim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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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IV 기법과 QCLS 기법을 결합한 위치 추정 

  기존의 QCLS는 2단계로 구성된 치 추정기법으로 1단계는 의사선형
추정방정식에 일반 인 최소자승 기법으로 추정치를 계산하고 다음 단
계에서는 제곱된 추정치를 다시 새로운 측정치로 구성하여 추정치간의 
제약조건을 만족하는 추정치를 얻는 방법이다. 그러나 [6]에서 지 한 
바와 같이 일반 인 최소자승 기법에는 추정오차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
에 1단계의 추정오차는 2단계에 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1단계의 추
정치를 보조정리 1에서 제시한 IV기법을 이용하여 2단계 추정기의 측정
치로 사용한다면 (5)식에서 나타낸 성질로 인하여 성능이 개선될 수 있
다.
  시스템의 측정방정식이 (3)식과 같을 경우, 1단계 추정에 IV 기법을 
용한 표 의 치 추정식을 사용하고,


 

  
 
      (6)

2단계 측정방정식은 다음과 같이 1단계 측정치로 제곱하여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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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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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식 (7)을 이용하여 2단계 추정치를 다음과 같이 계산하고,

  
   ′      (8)

식 (8)의 양변에 루트를 취해 으로써 IV 기법과 QCLS 기법을 결합한 
최종 인 표 의 치 추정치를 계산할 수 있다.


       (9)

3. 모의 실험

  본 논문에서 제안한 IV 기법과 QCLS 기법을 결합한 추정기의 성능
을 검증하기 해 6개의 센서 노드로 구성된 센서 네트워크를 가정하여 
모의실험을 수행하 고, 기존의 QCLS 기법과 치 추정 성능을 비교하
다. 가정한 센서 네트쿼크 내의 센서 노드 치는 각각 (0, 0), (100, 

0), (100, 100), (100, 200), (0, 200), (0, 100) cm로, RDOA 측정 잡음 분

산   값은 200cm으로 설정하 다. 모의 실험 결과를 나타낸 그림 1, 
2, 3은  데이터 수를 5000개, 몬테카를로는 100번으로 설정하고 제
안한 IV 기법과 QCLS 기법을 결합한 추정기와 기존의 QCLS 기법 기
반 추정기로 각각 추정한 추정치들의 평균오차(mean error) 값을 센서 
네트워크의 앙에서 거리 30cm 떨어진 치에서 10° 간격으로 돌아가
면서 추정한 결과이다. 
  그림 1과 그림 2에서 각각 기법 기반 추정치의 평균오차에 해  x좌
표와 y좌표 에서 따로 본 결과를 비교해보면, 기존의 QCLS 기법의 
추정기가 본 논문에서 제안한 IV 기법과 QCLS 기법을 결합한 추정기
로 추정한 추정치보다 좋은 결과를 보일 때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
나 그림 3의 x좌표와 y좌표를 같이 고려한 거리(distance)의 평균오차를 
비교해보면  방 에 해서 제안한 기법의 성능이 더 좋은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4. 결    론

  RDOA 측정치를 획득할 수 있는 센서 네트워크에서 표  치 추정 
문제 해결을 해 지 까지 통 인 비선형 치 추정기 혹은 의사 선
형 치 추정기가 이용되어왔다. 비선형 치 추정기의 경우 기치 선
정에 한 민감도 문제가, 의사 선형 치 추정기의 경우 치 추정기의 
편향 오차 문제가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의사 선
형 치 추정기를 이용하고, 기존의 QCLS 기법의 두 단계의 가  최소 
자승 기법  처음 단계의 추정치를 IV 기법을 이용하여 QCLS 기법 
기반의 최종 추정치를 추정하 다. 모의 실험 결과를 통하여, 제안한 기
법이 기존의 QCLS 기법보다 성능이 개선될 수 있음을 검증하 다. 

<그림 1> 표적의 위치 추정 결과에 대한 x좌표 평균오차

<그림 2> 표적의 위치 추정 결과에 대한 y좌표 평균오차

<그림 3> 표적의 위치 추정 결과에 대한 거리의 평균오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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