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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 스마트폰 환경에서의 측위 기술 및 표준화 동향
SK텔레콤 ICT기술센터
조채환 매니저

01 서론
■ 스마트폰 시대 이전의 측위 기술은 제한적인 환경에서 통신사 기지국의
설치위치를 활용하는 Cell ID 기반의 단순한 측위 방식에 머물렀으나,
스마트폰의 보급, WiFi APAccessPoint인프라 구축 이후에 다양한 형태의 측위
기술의 개발 및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다.
■ 스마트폰에서의 위치 제공 기술은 실외에서는 위성을 활용하고, 실내에서는
WiFi 또는 기지국 신호를 활용하는 방식을 주로 활용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ML1)기법 적용, 다양한 센서 기술 적용 등 여러 기술들을 함께
결합하는 형태로 발전되고 있다.
■ 데이터 통신에 최적화되어 있는 불안정한 무선통신 환경은 기지국 기반
측위 정확도의 성능을 저하시키는 주된 요인이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삼각 계산, Fingerprint(지문인식)방식 등 다양한 방법의 기술들이 개발되어
제공되어 왔지만, 여전히 많은 부족함을 드러내고 있다.
■ 본 고에서는 기존 LTE대비 5G 이동통신 환경에서 스마트폰 대상으로 더욱
정확한 위치정보 제공을 위해 필요한 다양한 측위 기술에 대해 살펴보고,
5G측위 관련 진행되고 있는 주요 기술 표준화 동향에 대해 파악해 보고자
한다.

1) 머신 러닝(Machine Learning) : 인공지능의 연구 분야 중 하나로, 인간의 학습 능력과 같은 기능을 컴퓨터
에서 실현하고자 하는 기술 및 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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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5G

무선신호 측위 기술의 특징

■ LTE와 다른 5G 신규 무선 접속 기술의 특성(광대역, 고주파, 많은 수의
안테나 및 작은 커버리지 등)을 추가로 활용하여 실내·외에서 사람 또는
사물의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이 가능함
▶ Time Resolution2) 성능 향상
• 고속의 데이터 통신을 위해 사용되는 주파수의 대역폭이 크게 증가하였으며, 이는 Time

Resolution의 성능이 좋아지게 되어 측위 정확도 품질의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
▶ Higher Frequency(고주파) 영향에 의한 커버리지 감소
• 통신에 사용하는 주파수가 높을수록 Path Loss가 증가하는 무선 신호의 특성으로 인해

Connectivity ranging이 감소하는 특성이 있으며, 5G 기지국의 작은 커버리지 특성으로 인해
더욱 정확한 위치 파악이 가능하게 된다. (5G에서는 3.5GHz, 28GHz 주파수를 사용)
▶ Multi Beam 활용 기술
• 5G망 기지국은 Beamforming3) 기술을 적용하여 Multi Beam을 활용할 수 있으므로, 단말기와

기지국에서는 Beam ID정보를 추가적으로 활용하여 기지국 신호의 구분이 가능하다. 기존 Cell
단위로 구분하는 측위 방식 대비 더욱 정확한 위치 파악이 가능하게 된다.

03 5G

측위 기술 표준화 동향

■ 5G망에서 제공 가능한 측위 기술들에 대해 3GPP4)규격(Release 15)과
OMA5)규격에서 어느 정도 정의를 하고 있으나, Release 16에서 좀 더
구체화 될 예정임
2) 시간분해능(Time resolution) : 시간적으로 접근하여 입력하는 신호를 개별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최소의
입력신호에 대한 시간 간격
3) 무선통신에서 스마트 안테나의 한 방식으로 안테나의 빔이 해당 단말에게만 국한하여 비추도록 하는 기술
4) 3GPP(3rd Generation Partnership Project) : GSM, WCDMA, GPRS, LTE등의 무선 통신 관련 국제 표준을
제정하기 위해 1998년 12월 창설된 이동통신 표준화 기술협력 기구
5) OMA(Open Mobile Alliance) : 무선인터넷 솔루션 및 서비스 규격 국제 표준화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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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G망에서의 제공 가능한 측위 기술들은 위성을 활용하는 A-GNSS방식,

기지국신호를 활용하는 OTDOA, E-CID방식, WiFi신호를 활용하는 WLAN방식,
이외에도 Barometric, Bluetooth, TBS 등 아래와 같이 3GPP 38.305규격(Release
15)에서 다양한 방식들이 정의되고 있다.
• 3GPP 38.305 : Stage 2 functional specification of User Equipment (UE) positioning in

NG-RAN (38305-f40, 2019-6월 버전)
표 1_Supported versions of UE positioning methods

출처 : 3GPP 38.305 : Stage 2 functional specification of User Equipment (UE) positioning in NG-RAN (38305-f40, 2019-6월 버전)

▶ 5G망은 Core 시스템의 유무에 따라 NSANonStandAlone모드와 SAStandAlone모드로 나뉘어진다.
▶ NSA모드의 경우 LTE망의 Core를 함께 사용하는 구조로, Control Plane6) 측위는 기존

LTE망을 통해 제공이 가능하며, 5G 기지국 신호를 활용하여 위치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User Plane7)에서 제공이 가능하다.
▶ SA모드에서의 측위시스템(GMLC/SLP)은 신규 Core Node인 UDMUserDataManagement,

AMFAccessManagementFunction와의 연동이 필요하며, Control Plane측위 제공을 위해서는
LMFLocationManagementFunction시스템의 신규 개발 및 도입이 필요하다.
6) Control plane : 이용자가 송수신하고자 하는 정보와 망 운용에 필요한 제어정보 및 관리정보의 구분을 위해
사용하는 추상적 개념으로 통신 상대방 단말 간 제어에 관한 정보를 전송
7) User plane : 이용자가 송수신하고자 하는 정보와 망 운용에 필요한 제어정보 및 관리정보의 구분을 위해
사용하는 추상적 개념으로 이용자 정보를 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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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_UE Positioning Architecture applicable to NG-RAN

출처 : 3GPP TS 38.305 V15.4.0 (2019-06)

• Control Plane기반 측위를 위해서는 Release 16의 NRPPa(NR Positioning Protocol A, 3GPP

TS 38.455) 규격을 반영하여 개발하여야 한다.

■ User Plane 측위를 위해 SLPSUPLLocationPlatform와 SET(단말)간 측위 규격인 SUPL
SecureUserPlaneLocation

을 정의하고 있는 OMA-TS-ULP(User Plane Location

Protocol)에서는 최근 NR Cell Info 등 5G관련 신규 파라메타들이
추가되었다.

04 제공

기술의 종류 : 5G 기지국 측위 기술

■ 이동통신용 기지국의 무선 신호들을 활용하여 Fingerprint 또는 삼각계산
기법 등을 통해 정확한 위치를 계산하는 솔루션으로, 3G, LTE 등 기존
이동 통신망으로 부터 다양한 형태의 기술들이 제공 및 발전되고 있음
▶ Cell ID/Enhanced Cell ID측위
• 서비스 기지국 또는 섹터 정보를 이용하여 단말의 위치 추정이 가능하며, Enhanced Cell ID는

기지국과 단말기 사이의 거리 정보(RTT : Round Trip Time, TA : Timing Advanced)를 추가
활용하여 위치 추정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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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_기지국 측위 개요

출처 : 포인트아이, 위치기반서비스 응용 및 기술동향

▶ Fingerprint 측위
• 사전에 구축된 기준 RF Pattern DB와 비교하여 가장 유사한 기준 RF Pattern에 해당하는 위치를

단말기의 위치로 추정하는 방식이다.
• 5G망에서는 Beam ID 정보를 추가한 DB 및 알고리즘을 활용하여 정밀 위치 추정이 가능하다.

그림 3_Fingerprint 측위 개요

출처 : SK텔레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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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TDOA/UTDOA 측위(삼각계산)
• OTDOAObservedTimeDifferenceOfArrival : 단말기에서 서로 다른 두 기지국의 다운링크 신호(PRS :

Positioning Reference Signals)를 수신하는 데 걸리는 시간의 차이를 이용하여 위치를
계산하는 방식이다. (단말기에서 Time값 측정)
• UTDOAUplinkTimeDifferenceOfArrival : 단말이 전송한 신호(SRS : Sounding Reference Signal)에 대해

서비스 기지국과 인접 기지국들에서 수신한 신호 도달 시각차를 이용하여 위치를 계산하는
방식이다. (기지국에서 Time값 측정)
• SRS 및 PRS 신호를 활용하는 OTDOA/UTDOA 방식의 경우, E-CID 측위기술 대비

Resource(대역폭)를 추가로 점유하므로, 무선링크 성능이 저하되는 단점이 있다.
그림 4_OTDOA / UTDOA 개요

출처 : RF Wireless World

▶ TOA/DOA 측위
• High Resolution 거리 측정(ToA: Time of Arrival) 및 멀티빔 방향 판단(DoA: Direction of Arrival)

기술을 통해 비용 효율적으로 5G 정밀 위치기반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
• 기지국 Beam별 서비스 제공 방향 및 각도 정보에 대해 정확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05 제공 기술의 종류 :

위성(GNSS) 측위 기술

■ GNSS(Global Navigation Satellite System)는 위성 군을 이용하여 3차원
위치정보 및 시각정보를 연속적으로 제공하는 시스템으로, 미국의 G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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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에 GLONASS(러시아), Beidou(중국), Galileo(유럽) 등 다양한 시스템이
존재하며, 이를 활용하여 위치를 계산하는 방식은 대표적으로 A-GNSS,
D-GNSS, RTK 등의 방식이 있음
▶ A-GNSS(Assisted–GNSS)
• 이동통신망을 통해 측위 전용 서버에서 위성 궤도 정보(Assistance Data)를 단말로 전달하는

방식이다.
• MS Assisted 방식 : 단말에서 Assistance Data 수신 후, 위성 측정 값을 서버로 전송하고

서버에서 최종 위치를 계산 (주로 1회성 측위에 활용)
• MS Based 방식 : 단말에서 Assistance Data 수신 후, 단말 자체적으로 위성 신호를 분석하여

위치를 계산 (주로 연속적인 측위에 활용)
▶ D-GNSS (Differential-GNSS)
• GNSS 보정 측위 기술에는, Code 측정치를 사용하는 D-GNSSCodeD-GNSS방식과, Carrier Phase8)

측정치를 사용하는 RTKCarrierPhaseD-GNSS방식이 있다.
• D-GNSS기술은 위성에서 사용자까지 신호가 도달하는 동안 포함되는 오차 성분들 중 공통

오차에 대해 기준국 측정치를 이용하여 제거함으로써, 기존 위성 측위 대비 정밀도를
향상시키는 기술이다.
→ 위치를 알고 있는 기준국에서 위성신호 수신 및 오차 보정정보를 계산하여 근처의 사용자에게
전송하고, 사용자 수신기에서 이를 보정하여 위치계산을 수행한다.
→ 정밀도 유지를 위하여 단말에 주기적으로 보정 정보 전송이 필요하다.

▶ RTK(Real-Time Kinematics)
• RTK기술은 좋은 환경에서 cm급의 정확도 성능 제공이 가능한 기술이지만, RTK Fix까지

도달하는 시간 문제, 환경에 따라 RTK Fix에 실패하는 문제 등이 있으므로, 서비스 분야에 따라
활용 가능성의 검토가 필요하다.
• 정밀도 유지를 위하여 단말에 실시간으로 보정 정보의 지속적인 전송이 필요하다.
8) 반송파 위상(Carrier Phase) : 위성 수신기가 신호를 잡은 L1이나 L2 반송파로 축적된 위상이므로 통합 도플러
(Integrated Doppler : 시간에 대한 Doppler Shift 주파수나 위상의 관측값을 말한다)와 같은 말로서
Delay-LockLoop라고도 한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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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제공

기술의 종류 : WiFi 측위 기술

■ Wi-Fi 신호를 활용하여 위치를 계산하는 Fingerprint 측위 방식은 크게
Data 수집, 측위용 DB구축, 측위 알고리즘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최근에는 머신러닝 및 DNN기술을 접목하는 형태로 발전하고 있음
▶ 수집 : 수집된 DB의 Integrity는 정밀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며, Crowd Sourcing9) 형태의
자동 수집 방법과 직접 필드측정을 통해 수집하는 수동 수집 방법으로 나누어진다.
그림 5_WPS DB구축 개요

출처 : WPS의 기술요소(http://www.mobizen.pe.kr/724)

▶ 구축 : 수집된 DB를 어떠한 형태로 관리하는 지에 따라 측위 품질의 성능이 좌우되며, 특정한
크기의 격자 구조 형태로 대표화 하는 방식이 많이 사용되고 있다.
▶ 알고리즘 : 변화가 심한 전파환경에서 구축DB를 활용하여 가장 유사한 위치를 판단하며,
Wi-Fi신호 이외에도 다양한 측위 Data Source(기지국, BT, 센서 등)를 결합하여 측위 성능을
향상 시키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
• 도심지/위성 음영지역 측위 성능 개선을 위해 머신러닝 기반 GNSS/Wi-Fi간 Hybrid 측위 기술

이외에도 기지국/Wi-Fi 결합, 삼각측위/Fingerprint 결합, 센서정보 결합 등 다양한 Hybrid 및
결합 형태의 다양한 측위 기술로 발전하고 있다.

9) 크라우드소싱(Crowd sourcing) : 대중(crowd)들의 참여를 통해 솔루션을 얻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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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기타

측위 기술

■ 스마트폰에서 위치를 파악하기 위해 가장 많이 활용되는 GNSS, WiFi,
기지국 측위 기술 이외에도 스마트폰 카메라를 활용하는 VPS솔루션,
다양한 센서를 활용하는 DR기술, 음향신호 기반 측위 기술, BLE활용 측위 기술,
Li-Fi기반 측위 기술 등 다양한 형태의 기술들이 연구 및 개발되고 있음
▶ VPS(Visual positioning system)
• 비콘 등 별도의 하드웨어 설치 없이 스마트폰의 카메라 기반으로 딥러닝 기술을 적용하여

정확도 수십㎝ 수준의 위치 파악이 가능하다.
• 구글에서는 AR네비게이션 서비스인 “AR 구글맵”에 카메라로 촬영한 주변 건물들을 구글

스트리트 뷰의 방대한 이미지와 비교해 현재 위치와 방향을 파악하는 VPS기술을 탑재하여
시험서비스를 진행하였다.
그림 6_AR 구글 맵 시험서비스

출처 : 구글맵, 증강현실(AR) 네비게이션 테스트 시작, UPI뉴스 (2019. 2. 14.)

▶ DR(Dead Reckoning) 측위 기술
• 단말 내부에 탑재된 관성항법장치(가속도, 자이로, 지자기, 기압센서 등)를 활용하여 일정 시간

동안 단말이 이동한 거리 및 방향을 계산함으로써 현재 위치를 추정하는 기술이다.
• 얼마나 정확하게 이동거리 및 이동방향 정보를 획득하느냐에 따라 DR 기술의 성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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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되는데, DR 기술을 단독으로 사용하기보다 다른 측위 기술과의 융합을 통해 관성항법
장치의 자체적인 오차를 제거하는 방향으로 기술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
▶ 음향신호 기반 측위
• 음향신호를 이용하여 전파지연시간 차이를 이용하는 측위 기술로, 음향신호는 무선신호보다

느린 속도(약 340m/s)로 이동하기 때문에 다중 경로에 의해 야기되는 거리 측정 오차를
완화시킬 수 있다.
그림 7_스마트폰을 이용한 전파지연시간 차이 기반 측위 기술

출처 : ASSIST(Acoustic self-calibrating system for indoor smartphone tracking)

▶ BLEBluetoothLowEnergy활용 기술
• 저전력 BLE기반의 매우 약한 신호를 발생시키는 비콘을 설치하고, 스마트폰이 비콘 가까이에

근접하여 신호를 수신하면 비콘이 설치된 위치에 있다고 추정하는 기술이다.
▶ Li-FiLight–Fidelity 기반 측위
• LED 전구에서 발생하는 가시광선을 이용하여 위치를 구분하는 기술이다.
• LED 점등이 미세하게 켜지고 꺼지는 플리커10) 현상을 디지털신호로 인식 및 변환하여

데이터를 전송하며, 기존의 무선 주파수 대역을 사용하지 않고 가시광 대역의 빛을 데이터
전달 매체로 이용이 가능하다.

10) Flicker : 빛의 깜박거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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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 결론
■ 스마트폰에서의 측위 기술 중에서 위성(GNSS) 측위 방식은 가장 정확한
값을 제공할 수 있으나, 건물 내 위성 신호 수신의 한계로 인해
실외에서만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며, WiFi 측위 방식은 AP가 설치된 환경
하에서만 제공이 가능한 제약사항이 있다.
■ 기지국 측위 방식은 전국 어디에서나 기지국 신호가 도달 가능하므로
공간의 제약사항이 없는 방식이지만, 측위 성능의 상대적 열위 상황을
극복하는 기술 개발이 필수적인 상황이다.
■ 이를 위해서는 5G망 기지국 신호의 특징인 Time Resolution 성능, Higher
Frequency 영향에 의한 커버리지 감소, Multi Beam 활용 기술 등을
최대한 활용하는 측위 기술의 개발이 필요하다.
■ 또한, 스마트폰에서 최적의 측위 성능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위성,
WiFi, 기지국 각각의 측위 기술 이외에도 스마트폰에 있는 다양한
센서들의 결합, 머신러닝 기술과 같은 다양한 기술의 Hybrid기법 등 여러
형태의 측위 기술들이 함께 개발 및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 조채환 매니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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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BS 측위 기술(pCell, HPS 등) 개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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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cation기술 및 서비스, 이동통신망 설계 및 최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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