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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현재 대다수의 이용자들은 스마트폰을 바탕으로 GPS 기능을 

이용하고 있다. 스마트폰은 다양한 센서와 좋은 성능의 프로세서를 

탑재하였음에도 가볍고 간편하게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기존의 

GPS 기능을 이용하던 서비스들을 대체하면서 널리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스마트폰 자체의 한계로 인하여 현재는 의사거리를 활용한 

m급 측위 만이 가능하여서 더 정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그 예로 차량에 탑재된 네비게이션은 차선 간의 구분이 

가능하지만, 스마트폰 앱을 이용한 네비게이션 서비스에서는 차선 

구분이 불가능하다. 이런 한계에도 불구하고 스마트폰을 이용한 

네비게이션은 많은 사용자를 확보하고 있다. 따라서 스마트폰의 GPS 

성능이 m급 이하의 deci-meter급 성능으로 개선된다면 현재보다 더 

많은 수의 사용자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cm급의 측위가 

가능해진다면 새로운 서비스의 제공도 가능해질 것이라 예상된다. 

따라서, 스마트폰에서 반송파 위상 측정치를 이용한 정밀 항법을 

수행하고자 하는 시도는 스마트폰이 발매된 이후 지속적으로 

시도되었다. 2018년 이후 안드로이드 P가 업데이트 되면서 duty-

cycle을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이 추가되고 스마트폰 제조사들도 이를 

지원하면서 스마트폰에서 반송파 위상 측정치를 이용한 정밀 항법을 

수행하는 연구가 활발하게 수행되고 있다. 해당 연구 또한 같은 

기조에서 스마트폰에서 cm급 측위를 수행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스마트폰에서 cm급 측위를 수행하는데 가장 큰 장애물은 스마트폰 



 

 

 

 

 

안테나로 인한 저품질 반송파 위상 측정치이다. 스마트폰 안테나는 

일반적인 GPS 안테나와는 다른 저가의 소형 PIF(Planar Inverted-F) 

안테나가 탑재되므로 반송파 위상 측정치를 제대로 수신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반송파 위상 측정치를 이용한 정밀 항법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스마트폰 안테나에 대한 분석이 선행 되어야한다. 

본 연구는 스마트폰 안테나의 전방위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서 여러 

자세에서 측정치를 수집한 후에 신호 세기를 구면 조화 함수를 통해 

모델링 하였다. 모델링 결과 스마트폰의 안테나는 불균질한 신호 세기 

패턴을 가짐과 동시에 자세에 따라서 신호 세기가 달라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사이클 슬립을 검출한 후에 신호 세기 모델과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또한 스마트폰의 안테나 캘리브레이션을 수행하였다. 기존연구는 

스마트폰 안테나 캘리브레이션을 수행하기 위해서 스마트폰을 

추가적인 장비와 상용 소프트웨어를 사용했지만 해당 연구에서는 

추가적인 장비와 상용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지 않고 캘리브레이션을 

수행하였다. 캘리브레이션 수행 결과 반송파 위상 측정치 잔여 오차가 

64% 감소하였으며 CDGPS 측위 결과 오차가 51% 감소한 3.4cm 

정확도로 cm급 측위를 수행하였다. 

 

주요어 : 스마트폰, 안테나 패턴, 신호 세기, 안테나 캘리브레이션, 

정밀 항법 

학번 : 2020-2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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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론 

 

1.  연구의 배경 

 

현재 대다수의 이용자들은 스마트폰을 바탕으로 GPS 기능을 

이용하고 있다. 스마트폰은 다양한 센서와 좋은 성능의 프로세서를 

탑재하였음에도 가볍고 간편하게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기존의 

GPS 기능을 이용하던 서비스들을 대체하면서 널리 사용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차량에는 스마트폰보다 더 좋은 성능의 GPS/INS 센서가 

탑재되어 있음에도 입력의 편의성, 우수한 경로 탐색 성능 등으로 

스마트폰의 네비게이션 앱을 이용하는 사용자 많이 존재한다. 

그러나 스마트폰 자체의 한계로 인하여 현재는 의사거리를 활용한 

m급 측위 만이 가능하여서 더 정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그 예로 차량에 탑재된 네비게이션은 차선 간의 구분이 

가능하지만, 스마트폰 앱을 이용한 네비게이션 서비스에서는 차선 

구분이 불가능하다. 이런 한계에도 불구하고 스마트폰을 이용한 

네비게이션은 많은 사용자를 확보하고 있다. 따라서 스마트폰의 GPS 

성능이 m급 이하의 deci-meter급 성능으로 개선된다면 현재보다 더 

많은 수의 사용자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cm급의 측위가 

가능해진다면 새로운 서비스의 제공도 가능해질 것이라 예상된다. 

따라서, 스마트폰에서 반송파 위상 측정치를 이용한 정밀 항법을 

수행하고자 하는 시도는 스마트폰이 발매된 이후 지속적으로 

시도되었다. 그러나 2016년 이전에는 스마트폰의 위치해만 접근이 



 

 

 

 

 

가능했기 때문에 연구가 불가능 하였다. 2016년 이후에는 안드로이드 

N이 업데이트 되면서 GPS 원시 측정치에 대한 접근이 가능해졌지만 

반송파 위상 측정치를 활용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이는 배터리 절약을 

위해서 GPS 센서를 주기적으로 on-off하는 duty-cycle 현상으로 

인한 것으로 반송파 위상 측정치를 활용해서 cm급 정밀 항법을 

수행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2018년 이후 안드로이드 P가 업데이트 

되면서 duty-cycle을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이 추가되고 스마트폰 

제조사들도 이를 지원하면서 스마트폰에서 반송파 위상 측정치를 

이용한 정밀 항법을 수행하는 연구가 활발하게 수행되고 있다. 해당 

연구 또한 같은 기조에서 스마트폰에서 cm급 측위를 수행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하였다[2][1]–[3]. 

 

2.  기존 연구 

 

스마트폰에서 정밀 항법을 수행하고자 하는 연구는 크게 세가지로 

구분된다. 첫째로 스마트폰에서 수집되는 측정치의 품질을 분석하고자 

하는 연구이다. 정밀 항법 알고리즘은 측정치의 품질에 의해 성능이 

결정되기 때문에 선행 연구로써 스마트폰의 측정치의 품질에 대한 

연구들이 수행되었다. 둘째는 스마트폰의 측정치 중에서 의사거리를 

기반으로 항법을 수행한 연구이다. 정밀 항법 알고리즘은 반송파 위상 

측정치 기반이지만 의사거리 또한 활용하기 때문에 스마트폰의 

의사거리 측위 성능에 관한 연구도 필요하다. 특히 CDGPS와 같은 

정밀 상대 항법은 의사거리 위치해를 기반으로 미지 정수 탐색 영역 



 

 

 

 

 

결정 및 상대 위치 추정을 수행하므로 의사거리 위치해의 정확도에 

대한 선행 연구는 필수적이다. 세번째는 스마트폰 수집 반송파 위상 

측정치를 이용해서 정밀 항법을 수행한 연구이다. 

스마트폰의 측정치의 품질을 분석한 연구에 따르면, 스마트폰을 통해 

수집된 위성항법 측정치는 측량용 고가의 상용 안테나 및 수신기에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품질을 가진다. 이는 저가의 수신기 보다도 

낮은 품질을 보이는데, 자체 안테나의 구조적 한계와 다중경로오차와 

같은 오차에 취약한 것이 원인으로 분석된다. 이러한 자체 안테나와 

상용 안테나 및 수신기와의 신호 품질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서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다. 

 Xiaomi Mi8을 사용하여 다양한 위성군과 주파수에 대하여 

신호세기를 분석하는 연구가 수행된 바 있는데, 그림 I-1는 분석 

결과이다. L1 대역에서는 상용 수신기에 비해 5~10dbHz정도 세기가 

약하며, L5 대역에서는 세기가 10~15dbHz로 더 약하고 분산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4]. 

다른 연구에서는 Huawei P30을 이용하여 수집한 측정치의 

다중경로오차를 분석하였고 그 결과가 그림 I-2에 나타나 있다. L1 

대역에서는 앙각에 따라서 일정한 오차수준을 보이지만 L5 

대역에서는 불규칙한 모습을 보인다. 이는 L5 대역의 신호 품질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저자들은 추정한다[5]. 

 

 

 



 

 

 

 

 

 

그림 I-1 측량등급 안테나 대비 스마트폰 신호 세기 감소 

히스토그램 

(a) 정적실험환경 (b) GPS L1/L5, Galileo E1/E5 

 

그림 I-2 앙각에 따른 다중경로오차 분석 

(a) 옥상 정적실험환경 (b) 개활지 정적실험환경 (c) GPSL1/L5, 

Galileo E1/E5a 다중 경로 오차 

  



 

 

 

 

 

스마트폰의 의사거리 위치 결정 성능을 연구하는 데는 SPP(Single 

Point Positioning) 측위 알고리즘이 기본적으로 사용된다. SPP는 

의사거리 측정치 만을 사용하는 가장 기본적인 측위 기법이므로, 

위성항법 측정치를 수집할 수 있는 기기의 성능을 분석할 때 기준이 

될 수 있다. 스마트폰은 상기 언급했듯이 상용 수신기 대비 낮은 신호 

세기와 측정치 품질을 가지므로 SPP 성능 또한 좋지 않다. 그리고 

초기에는 GPS와 단일 주파수 만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서 더욱 

부정확했다. 그래도 이후에는 다중 위성군과 다중 주파수를 지원하는 

기기가 많아졌고 반송파 위상 측정치를 사용할 수 있음에 따라 

사용자의 위치결정 성능 향상을 위한 다양한 알고리즘을 적용할 수 

있게 되었다. 그로 인해 스마트폰 수집 측정치를 활용한 SPP의 

성능을 분석하는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 중이다. 

표 I-1는 개활지에서 Xiaomi Mi8을 사용하여 측정치를 수집해 정적 

SPP 성능을 분석한 결과이다. 분석 결과 GPS의 단일 주파수만을 

사용했을 때 측위 오차가 수 m 발생하는 것을 확인하였고, 다중 

위성군과 이중 주파수를 활용했을 경우 성능이 30% 정도 개선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같은 Xiaomi Mi8을 이용한 다른 연구에서는 그림 

I-3의 도심지와 개활지 환경에서 SPP 성능을 평가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상용 수신기를 사용한 SPP와 측위 성능 비교하였으며, 

추가로 다중 위성군을 사용했을 때의 결과 또한 분석하였다. 그림 

I-4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도심지에서 측위 오차가 두배 이상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저자는 이를 스마트폰에서 수집된 

측정치가 다중경로오차에 취약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하였다. [4], [6] 



 

 

 

 

 

표 I-1 스마트폰의 사용 위성군과 주파수에 따른 SPP 성능 비교 

 

 

그림 I-3 정적실험환경 

(a) 개활지 (b) 도심지 

 

그림 I-4 수평 2D RMS 위치 오차 분석 

(a) 개활지 (b) 도심지  



 

 

 

 

 

스마트폰에서 반송파 위상 측정치를 사용할 수 있게 되면서부터 

스마트폰의 정밀 보강항법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상용 

수신기를 사용할 때에 비해 반송파 위상 측정치를 사용하더라도 

스마트폰을 사용하여 cm급 정밀 위치 결정을 하는 것은 매우 

까다롭다. 이는 상기 서술했듯이 안테나 구조의 한계로 인해 사이클 

슬립과 같은 현상이 자주 발생하여 반송파 위상 측정치의 미지정수 

결정이 힘들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진행된 연구에서는 보정정보를 

활용한 보강항법을 사용하여 미지정수 결정을 통해 cm급 정밀 

위치결정을 성공함으로써 스마트폰 측정치 기반 정밀 보강항법의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스마트폰에 적합한 보정정보를 적용하기 이전의 연구에서는 개활지 

환경이라도 스마트폰에서 수신되는 저품질의 반송파 위상 측정치로 

인해 미지정수를 고정할 수 없었다고 한다[8]. 그러나 최근에 

스마트폰 안테나 캘리브레이션 보정정보를 적용한 연구에서는 

미지정수 고정에 성공하였다. 화웨이 Mate20X에 안테나 

calibration을 수행하고 network RTK를 수행한 결과가 그림 I-5에 

나타나 있다. 청록색 점선은 전체 실험 중에서 미지정수 고정에 

성공한 실험들을 나타냈으며 파란색 선은 이들의 평균이다. 전체 

39건의 실험 중에서 미지정수를 고정한 19건의 경우는 평균 

142초내에 미지정수가 결정되었고 1.6cm의 수평 RMS를 가졌다[7]. 

다른 연구는 Xiaomi Mi8을 이용해서 개활지 정적환경에서 

스마트폰과 측량등급 수신기에 대하여 PPP를 수행하였다. GPS와 

Galileo의 이중 주파수를 사용해서 float 미지정수 위치해를 구했으며 



 

 

 

 

 

그 결과는 그림 I-6에 나타나 있다. 그래프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스마트폰을 이용한 PPP는 측량등급 수신기에 비해서 느린 수렴시간을 

보이며 높은 RMS 오차를 가진다. 그럼에도 수평과 수직 RMS 오차 

모두 dm급 정확도를 달성하였다[9]. 

Xiaomi Mi8을 이용한 다른 연구에서도 스마트폰을 이용한 정적 

환경에서 PPP를 수행하였다. 마찬가지로 float 미지정수 위치해를 

구하였으며 그 결과는 그림 I-7에 나타나 있다. 분석 결과 

스마트폰에서 단일 주파수를 사용해서 PPP를 수행한 경우는 cm급 

정확도를 달성하지 못하였다고 한다. 하지만 이중 주파수를 활용한 

PPP는 102분만에 1m 정확도를 달성하였으며, 그로부터 14분 후인 

116분에는 0.2m 정확도를 달성하였다[10]. 

 

그림 I-5 안테나 calibration과 미지정수 결정 여부에 의한 수평 

위치 결정 정확도 비교 

(a) 실험 환경 (b) 실험 결과 



 

 

 

 

 

 

그림 I-6 PPP를 이용한 스마트폰 위치 결정 

(a) 정적실험환경 (b) 실험 결과 [위 스마트폰, 아래 고가수신기] 

 

 
그림 I-7 스마트폰과 수신기의 시간에 따른 위치 오차 

 (a) 정적실험환경 (b) 실험 결과 



 

 

 

 

 

3.  연구 내용 

 

본 연구는 스마트폰 수집 측정치를 이용해서 정밀 항법을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이루어졌다. 정밀 항법 알고리즘은 사용하는 반송파 

위상 측정치의 품질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반송파 위상 측정치의 

품질에 관한 분석을 수행하였다. 또한 스마트폰의 특성상 정밀 항법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안테나 캘리브레이션을 적용해야 하므로 이를 직접 

수행하였다. 

스마트폰의 측정치를 분석할 때는 스마트폰 사용자가 다양한 

환경에서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것을 고려하였다. 일반 GPS 안테나는 

천정 방향을 유지하므로 해당 자세에 대해서만 안테나 특성을 

분석한다. 그러나 스마트폰 사용자는 스마트폰을 손에 들고 

사용하므로 스마트폰 안테나는 다양한 자세에서 측정치를 수집하게 

된다. 따라서 다양한 자세에서 스마트폰 측정치를 수집하여서 

분석하였으며 이를 통합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제시한 방법을 

통해서 스마트폰 안테나의 전방위 특성을 분석하였다. 

스마트폰에 안테나 캘리브레이션 기법을 적용할 때는 직접 유도한 

알고리즘을 사용하였다. 안테나 캘리브레이션은 일반적으로 고가의 

안테나에서 mm급 측량을 수행할 때 적용된다. 이렇게 적용 범위가 

제한되다 보니 안테나 캘리브레이션을 수행하는 기관은 한정되어 있고 

해당 기관에서는 자세한 알고리즘을 공개하지 않는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직접 알고리즘을 유도하였다. 해당 알고리즘을 바탕으로 

실측 데이터를 수집하여 안테나 캘리브레이션을 수행하였고 



 

 

 

 

 

스마트폰에 CDGPS를 적용해서 cm급 위치 결정이 가능함을 보였다. 

 

4.  연구 기여 

 

본 연구는 스마트폰의 내장 안테나를 사용해서 정밀 항법을 

수행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이 과정에서 본 연구가 기여한 

바는 다음과 같다. 첫째는 스마트폰 안테나의 불균질한 신호 세기 

분포와 사이클 슬립 분포에 대해서 정량적인 분석을 시도한 것이다. 

둘째는 기존 연구와 달리 스마트폰 안테나를 다양한 자세에서 분석한 

것이다. 셋째는 간단한 안테나 캘리브레이션 알고리즘을 유도하고 

이를 검증한 것이다. 

기존에도 스마트폰 측정치의 신호 세기와 사이클 슬립의 불균질한 

분포에 대해서 분석한 연구들은 존재하였다. 그러나 스마트폰에서 

나타나는 불균질한 사이클 슬립 발생과 신호 세기 패턴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정량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없었다. 이번 연구에서는 신호 세기 

패턴을 모델링하고 사이클 슬립을 검출하여 패턴 모델에 매핑함으로써 

둘 사이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또한 멀티 패스에 큰 영향을 받는 

스마트폰 반송파 위상 측정치의 특성을 고려해서 반송파 위상 

측정치의 잡음을 분석하는 방법을 제안하고 이를 수행하였다[4], [11]. 

또한 기존 연구들은 스마트폰을 특정한 자세에 대해서만 분석을 

수행하였다. 그러나 실제 스마트폰 사용자들은 스마트폰을 다양한 

자세에서 사용하므로 스마트폰 안테나는 전방위에서 측정치를 

수집한다. 그러므로 다양한 자세에서 측정치를 수집하고 분석하였고 



 

 

 

 

 

이를 통합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하였다[12], [13]. 

또한 안테나 캘리브레이션은 일반적으로 측량등급 안테나를 이용해서 

mm급 측량을 수행할 때 적용된다. 따라서 기존의 스마트폰에서 

안테나 캘리브레이션을 수행한 연구는 안테나 캘리브레이션 

알고리즘을 공개하지 않았으며 스마트폰을 회전시키는 장비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직접 알고리즘을 유도하고 이를 

공개하였으며 회전시키는 장비 없이 안테나 캘리브레이션을 

수행하였다. 해당 방법이 유효함은 시뮬레이션과 실측 데이터를 

통해서 확인하였다[5], [7]. 

 

스마트폰 안테나 전방향 특성 분석 

 

1. 신호 세기 분석 방법 

2.1.1 기존 분석 방법 

측정치의 품질을 분석하는 대표적인 방법에는 QM 방법이 있다. 이는 

측정치의 품질을 실시간으로 감시하면서 위성의 고장 혹은 외부 

공격자를 탐지하고, 문제가 있는 측정치를 구분하기 위해 사용된다. 

QM 방법은 SQM (Signal Quality Monitoring), DQM (Data Quality 

Monitoring), MQM (Measurement Quality Monitoring), MRCC 

(Multiple Reference Consistency Check)로 이루어져 있다. 이번 

절에서는 단일 수신기의 신호를 분석하는 SQM 에 대해서만 

설명하도록 하겠다[14]. 



 

 

 

 

 

SQM은 신호를 분석하여 이상 신호를 배제하는 방법으로 두 개의 

알고리즘으로 구성되어 있다. SQM은 C/A-code의 correlation이 

정상 형태를 이루는 지와 신호 세기가 임계값 이하로 내려가는지 

여부를 감시하는 알고리즘으로 이루어져 있다. C/A-code의 

correlation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수신기 내부에서 처리되는 아날로그 

전파를 분석해야 하므로 적용하기에 까다롭다. 반면에 신호의 세기는 

수신기 내부에서 처리되어 제공해 주므로 이를 분석하는 것은 

수월하다. 아래 그림 II-1과 같이 위성의 고도가 상승함에 따라 

수신된 신호의 세기, C/N0 (Carrier to Noise density ratio)가 

증가하는지를 확인한다. 

 

 

그림 II-1 SQM 결과 

그러나 선행연구에 따르면 스마트폰의 경우에는 아래 그림 II-2와 

같이 위성의 고도와 신호 세기간의 관계가 분명치 않다. 그러므로 

그림 II-3과 같이 스마트폰의 신호 세기를 위성의 앙각 뿐 만 아니라 

방위각에 대해서도 분석하는 방법을 사용한다[3], [13]. 



 

 

 

 

 

 

그림 II-2 스마트폰의 앙각에 따른 신호 세기 분석 

 
그림 II-3 앙각과 방위각에 대한 신호 세기 분석 



 

 

 

 

 

2.1.2 제안 분석 방법 

선행 연구에서는 개별 신호 세기 데이터를 앙각과 방위각에 대해서 

모아서 분석한다. 이를 통해서 신호 세기가 불규칙함을 파악할 수 

있지만, 정량적으로 분석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구면 조화 함수를 사용해서 신호 세기를 모델링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구면 조화 함수란 ;앙각과 방위각의 삼각함수로 

이루어진 함수로써 3차원 상에서 구형으로 분포하는 성분을 

모델링하기 위해서 주로 사용된다. 중력 퍼텐셜을 모델링하거나 

안테나 캘리브레이션에 사용되는 등 항법 분야에서도 널리 사용되는 

방법이다[15]. 이를 통해서 신호 세기를 앙각과 방위각에 대한 

함수로 나타낼 수 있으며 여러 자세에서 신호를 수집할 경우 전방위 

신호 세기 특성 또한 모델링 할 수 있다. 

 

2. 반송파 위상 측정치 분석 방법 

2.2.1 기존 사이클 슬립 분석 방법 

기존에는 사이클 슬립을 이중 주파수 측정치 간의 선형 결합을 

통해서 검출하였다.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방법은 세가지 방법으로 

각각 Geometry-free 조합, Ionosphere-free 조합, Melbourne-

wübbena 조합이다[16]. 

Geometry-free 조합은 아래 수식과 같이 측정치를 조합하여서 

Monitoring value를 계산한다. Monitoring value를 감시하다가 사이클 

슬립이 발생한 경우 생기는 Geometry-free 조합 파장의 정수배 

만큼의 점프를 통해서 사이클 슬립을 검출한다. 이 방법은 정적/동적 



 

 

 

 

 

사용자가 모두 사용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잔여 전리층 항으로 

인해서 전리층 폭풍에 취약하다는 단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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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onosphere-free 조합은 위 방식의 잔여 전리층 항으로 인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사용된다. 전리층 지연이 주파수에 따라 다른 것을 

이용해서 전리층 지연을 제거한다. 그러나 수식에서 볼 수 있듯이 

거리항이 남아 있기 때문에 동적 사용자는 적용이 힘들다는 단점이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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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lbourne-wübbena 조합은 전리층과 거리항을 제거하기 위해서 

반송파 위상 측정치에 의사거리를 조합하는 방법이다. 해당 방식으로 

전리층과 거리항은 모두 제거되기 때문에 동적 사용자도 사용이 

가능하며 전리층 폭풍에도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반송파 위상 

측정치 보다 큰 잡음과 멀티 패스를 가진 의사거리에 영향을 받는 

다는 단점이 존재한다. 

위 세 방법은 모두 장단점이 존재하며 선형 조합에 따라서 검출이 

불가능한 미지 정수 조합도 존재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세 방식을 



 

 

 

 

 

모두 적용하여서 사이클 슬립을 검출한다. 

 

2.2.2 적용 사이클 슬립 분석 방법 

그러나 스마트폰에 대해서는 해당 방법의 적용이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이중 주파수를 지원하는 스마트폰이 매우 적으며 지원한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사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중 주파수를 

지원하는 스마트폰이라 하더라도 L1 대역이 아닌 L5 대역의 측정치 

품질이 좋지 못하다. 또한 L5 주파수를 방송하는 위성도 현재는 

현격히 적기 때문에 사이클 슬립 검출에 사용하기에는 부적절하다[5], 

[17]. 

따라서 스마트폰에서 사이클 슬립을 검출하기 위해서는 정적 이중 

차분 방법을 사용한다. 이는 아래식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짧은 

기선거리에서 이중 차분 시 시계 오차와 지연 오차가 제거되는 것을 

이용한다. 남은 거리항과 미지 정수항은 각각 측량과 추정을 통해서 

제거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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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에는 잡음만 남게 되므로 일반적으로 특정한 임계값을 넘지 

않는다. 그러나 사이클 슬립이 발생하면 파장의 정수배 만큼 점프가 

발생한다. 따라서 이중차분 잔차를 시간 차분한 값을 모니터링 밸류로 

정의하고 반파장을 임계값으로 설정하면 사이클 슬립을 검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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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측 실험 환경 및 결과 

2.3.1 실험 방법 

실험은 한달 차이를 두고 수행해서 분석용 데이터 세트와 검증용 

데이터 세트를 수집하였다. 다중 경로 오차에 의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장애물이 적은 건물 옥상에서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동시에 10m 

떨어진 기선거리에서 Trimble NetR9을 이용하여 기준국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검증용 데이터는 바로 선 자세에서 9/9 ~ 9/11까지 이틀간 

수집하였다. 이 때 북쪽 공역에서는 위성의 inclination angle로 

인하여 데이터 수집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전 공역에서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해서 아래 그림 II-4와 같이 12시간 마다 90도씩 

돌려주었다. 

 

 

그림 II-4 전 공역 데이터 수집 방법 



 

 

 

 

 

 

 

그림 II-5 검증용 데이터 수집 환경 사진 

 

분석용 데이터도 마찬가지로 전 공역에서 수집하였으며 세가지 

자세에서 수집하였다. 데이터를 수집한 일자 및 자세는 아래 표 

II-1과 그림 II-6과 같다. 자세 A는 검증용 데이터를 수집하였을 

때화 동일하게 바로선 자세이며 자세 B는 누운 자세로 안테나가 

하늘을 향한 자세이며 자세 C는 마찬가지로 누운 자세이지만 

안테나가 땅을 향한 자세이다. 자세는 일반적으로 스마트폰을 사용할 

때 세로로 사용하거나 가로로 눕혀서 사용함을 고려하여 결정하였다. 



 

 

 

 

 

 

표 II-1 분석용 데이터 세트 수집 자세 및 기간 

실험 일자 자세 

10/16 ~ 10/17 UTC A 

10/14 ~ 10/15 UTC B 

10/20 ~ 10/21 UTC C 

 

 

그림 II-6 분석용 데이터 수집 환경 사진 

 



 

 

 

 

 

2.3.2 신호 세기 분석 결과 

각 자세에 대한 신호세기 모델링 결과는 그림 II-7과 같다. 선행 

연구에서 분석된 바와 같이 불균질한 신호 세기 분포를 확인할 수 

있으며 스마트폰의 자세에 따라서 신호 세기 패턴에 큰 차이가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II-7 자세 별 신호 세기 모델 

 

신호 세기 패턴의 재현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자세 A에서 분석용 

데이터와 검증용 데이터를 비교해보았다. 아래 그림 II-8과 그림 

II-9는 비교 결과로 파란점은 분석용 데이터의 실제 신호 세기이며 

노란 선은 분석용 데이터로 모델링된 값이며 붉은 선은 검증용 

데이터로 모델링된 값이다. 보라색 선은 위성의 앙각이다. 이 결과에 

따르면, 신호 세기 모델간의 차이는 2dB-Hz 이내이며 모델과 실제 

신호 세기의 경향이 서로 비슷하다. 이를 통해 자세가 같다면 신호 

세기 패턴은 유사하므로 수집한 데이터로 생성한 신호 세기 모델도 

서로 비슷함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II-8 모델 검증 1 

 

그림 II-9 모델 검증 2 

 



 

 

 

 

 

또한 서로 다른 자세에서 수집한 신호가 서로 유사한지 확인하기 

분석용 데이터에서 서로 다른 자세의 공통 영역을 분석하였다. 자세 

A, B에서 분석을 수행하였으며 스마트폰의 body frame상에서 공통된 

공역에서 비슷한 모델 값을 갖는지 분석하였다. 이때 분석에 사용된 

공통 영역은 그림 II-10에 표시된 영역이다. 그림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실제로 공통된 공역은 표시된 영역 보다 더 넓다. 하지만 

표시된 영역을 벗어나게 되면 공통된 공역이더라도 모델간의 차이가 

커지게 된다. 왜냐하면 수신하는 위성의 앙각 및 방위각의 차이가 

커지며, mask angle에 가까워지므로 데이터 수가 적어 모델링 오차가 

커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통 영역 중에서 수신하는 위성의 앙각과 

방위각이 유사하고 데이터 수도 충분한 중앙 부분에서 비슷한 모델 

값을 갖는지 확인해야 한다. 

이를 반영하여 모델 값을 비교한 결과가 그림 II-11이다. 각각의 

선은 특정한 앙각에 대해서 body frame의 방위각에 따라서 자세 A와 

B에서 구한 모델의 차이이다. 이를 앙각 별로 10도에서 80도까지   

구한 것이 상술한 그림이다. 여기서 파란 선으로 표시된 부분이 그림 

II-10에서 표시된 공통 영역이고 이 영역에서 모델간의 차이는 

2dB-Hz이내로 거의 차이가 없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므로 서로 다른 자세에서 수집한 데이터를 통합하는 것이 

유효함을 알 수 있다. 그림 II-12는 자세 A, B, C의 데이터를 

통합해서 신호세기를 모델링 한 것이다. 이를 통해 스마트폰 안테나의 

불규칙한 신호특성을 전방위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림 II-10 각 모델 별 공통 영역 

 

 

그림 II-11 공통 영역에서 각 모델 값 차이 

 



 

 

 

 

 

 

그림 II-12 전방위 신호 세기 모델 

 

2.4.3 사이클 슬립 분석 결과 

본 절에서는 전방위 신호 세기 모델과 사이클 슬립 발생 분포 간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를 서술한다. 사이클 슬립 검출은 상술한 시간 

차분된 이중 차분 잔차를 통해서 검출하였으며 그림 II-13에 그 

과정이 나타나 있다. 이를 자세 A, B, C의 모델에 나타낸 것이 그림 

II-14와 같고 전방위 신호세기 모델에 나타낸 것이 그림 II-15, 그림 

II-16이다. 



 

 

 

 

 

 

 

그림 II-13 사이클 슬립 검출 

 

그림 II-14 모델 별 사이클 슬립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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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II-15 전방위 모델 상 사이클 슬립 분포1 

 

그림 II-16 전방위 모델 상 사이클 슬립 분포2 



 

 

 

 

 

이 결과를 통하여 불균질한 신호 세기와 불균질한 사이클 슬립 

분포의 연관성을 파악할 수 있다. 사이클 슬립 발생률을 식(2.1.5)와 

같이 정의하고 신호 세기 구간별로 이를 비교한 결과가 그림 

II-17이다. 신호 세기가 높은 구간(40~45dB-Hz)에서 사이클 슬립 

발생률은 신호 세기가 낮은 구간(30~35dB-Hz)보다 20배 정도 

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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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II-17 신호 세기 구간 별 사이클 슬립 발생률 

  



 

 

 

 

 

 스마트폰 안테나 캘리브레이션 

 

1. 안테나 캘리브레이션 

3.1.1 안테나 캘리브레이션 정의 

안테나에서 기준점으로 삼는 위치와 실제로 신호가 수신되는 위치가 

다른데 이를 보정해 주는 것이 안테나 캘리브레이션이다. 이를 위해서 

안테나 기준점과 최종적으로 신호가 수신되는 위치를 실측치를 통해서 

분석한다. 그리고 분석한 정보를 토대로 보정정보인 PCC(Phase 

Center Correction)를 생성한다. 

이때 안테나 상의 기준점을 ARP(Antenna Reference Point)라 하며 

실제 신호가 수신되는 점을 APC(Antenna Phase Center), APC의 

평균점을 MPC(Mean Phase Center)라 하고 안테나의 위치를 

의미한다. 이 점들을 기준으로 PCC가 생성되는데 PCC를 구성하는 

요소로는 ARP와 MPC 사이의 거리인 PCO(Phase Center Offset), 

MPC와 APC 사이의 거리인 PCV(Phase Center Variation)가 있다. 

이 관계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아래와 같다[18]. 



 

 

 

 

 

 

그림 III-1 안테나 캘리브레이션 모식도 

 
3.1.2 상대 안테나 캘리브레이션 알고리즘 

상대 안테나 캘리브레이션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안테나 특성 외의 

오차요소를 제거할 필요성이 있다. 일반적으로 이를 위해서 기준국과 

이중 차분이 수행되며 이때 사용된 측정치 모델은 아래 식 과 

같다[19]. 

 

 d B b I T N PCC M   = + − − + + + + +   (3.1.1) 

 

여기서,  는 반송파 위상 측정치를 나타내며 d 는 위성과 사용자간 

거리를 의미한다. , , , , MB b I T  는 순서대로 수신기 시계오차, 위성 



 

 

 

 

 

시계오차, 전리층 시계오차, 대류층 시계오차와 반송파 위상 측정치의 

다중경로 오차이다. , ,N   는 파장의 길이, 미지정수와 반송파 위상 

측정치의 잡음을 나타낸다. PCC는 캘리브레이션으로 모델링하는 

안테나의 특성이다. 

식(3.1.1)에서 이중 차분을 수행하면 시계 오차는 제거되며, 짧은 

기선거리를 가정하면 전리층과 대류층 오차도 무시할 수 있다. 

다중경로 오차의 영향과 잡음은 알고리즘의 편의성을 위해서 무시한다. 

그러므로 이중 차분 수행 시 식(3.1.2)와 같이 PCC 외 오차요소는 

무시할 수 있게 된다. 식(3.1.2)에서 PCC만을 남기기 위해서 나머지 

항을 이항하면 식(3.1.3)과 같고 PCC는 일반적으로 식(3.1.4)와 같이 

모델링 된다[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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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위 첨자는 위성, 아래 첨자 중 ,u r 은 수신기를 의미하고 

아래 첨자 중에서 t 는 시간을 의미한다. z 는 측정치에서 안테나 특성 



 

 

 

 

 

외 성분이 제거된 잔여 오차이다. nmP 은 정규화된 르장드르 함수이며 

,nm nmA B 은 추정해 주어야 하는 파라미터이다. max, ,n m n 은 각각 구면 

조화 함수의 degree, order와 차수를 의미한다. , z 는 각각 위성의 

앙각과 천정까지의 각도(zenith)이다. 

식(3.1.3)에서 거리와 미지정수 항은 정밀 측량을 통해서 제거된다고 

가정한다. 따라서 잔여 오차는 PCC로 모델링 되는 이중 차분 된 

안테나의 특성으로 표현할 수 있다. 기준국 안테나의 PCC는 스마트폰 

대비 매우 작다고 가정하고 무시하면, 잔여 오차는 식(3.1.3)과 같이 

위성간 차분 된 스마트폰 안테나의 PCC이다. 식(3.1.4)에서 보이듯 

PCC 모델링에는 일반적으로 안테나 특성을 모델링하기 위해 

사용되는 8차 구면 조화 함수를 사용하였다. PCC의 파라미터를 

추정하기 위해서 식(3.1.4)를 식(3.1.3)에 대입한 후 정리하면 아래 

식 (3.1.5)와 같다[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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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 단일 epoch의 측정치만 사용하면 잔여 오차보다 추정해야 

하는 파라미터가 더 많으므로 장시간동안 수집한 측정치를 모두 



 

 

 

 

 

사용해서 식(3.1.5)를 구성한다. 이에 최소 자승법을 적용하면 00A  

파라미터를 제외한 PCC의 파라미터를 구할 수 있다. 이때 00A 는 

구면 조화 함수의 scale factor를 의미하는 항으로 최소 자승법으로는 

추정할 수 없다. 따라서 00A 을 구하기 위해서 적절한 제약조건을 

설정하게 되는데 본 논문에서는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PCC(0,0)=0 

조건을 사용하였다. 최종적으로 PCC를 계산할 수 있고 이를 통해서 

안테나의 특성을 분석하고 적용하여서 정밀 항법을 수행할 수 

있다[15]. 

 

2. 실측 실험 환경 및 결과 

3.2.1 실험 환경 

안테나 캘리브레이션에 사용된 데이터가 수집된 환경은 아래와 같다. 

이는 2장에서 분석에 사용된 자세 A 데이터와 같은 데이터이다. 

10/16~10/17 이틀 동안 수집된 데이터로 스마트폰을 바로 선 자세로 

설치하였다. 다중 경로 오차에 의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개활지에서 수집하였으며 10m 거리의 기준국에서도 동시에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수집한 데이터는 GPS L1 주파수에 대해서만 수집하였다. 

 



 

 

 

 

 

 

그림 III-2 캘리브레이션 데이터 수집 사진 

 
3.2.2 안테나 캘리브레이션 결과 

안테나 캘리브레이션 결과 계산된 PCO는 그림 III-3, 표 III-1에 

나타나 있다. 이를 통해서 스마트폰의 안테나 위치에 해당하는 

MPC를 특정할 수 있다. MPC에서 실제 신호가 수신된 위치인 

APC까지의 분포인 PCV는 표 III-2와 그림 III-4에 나타나 있다. 

고가 안테나의 PCV가 mm 수준인 것을 감안하면 cm 수준으로 

상당히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III-3 스마트폰 body frame 상에서 PCO 

표 III-1 스마트폰 PCO 결과 

PCO 

[mm] 

x y z 

4 -13 153.8 

 

그림 III-4 스마트폰 body frame 상에서 PCV 

표 III-2 스마트폰 PCV 결과 

PCV 

[mm] 

Max Min 

41 -27 

 



 

 

 

 

 

2.3.3 안테나 캘리브레이션 분석 

안테나 캘리브레이션 결과를 이중 차분 잔여 오차에 적용한 결과는 

그림 III-5와 같다. 안테나 캘리브레이션 적용 전에는 잔여 오차가 

반파장을 넘는다. 안테나 캘리브레이션 적용 후에는 이중 차분 잔여 

오차는 50mm에서 18mm로 64% 감소하였으며 반파장을 넘지 않는 

모습을 보인다. 잔여 오차가 감소하였으므로 측위 정밀도가 향상될 

것이라 기대된다. 또한 잔여 오차가 반파장을 넘지 않으므로 안테나 

캘리브레이션을 적용하였을 시에 미지 정수 고정이 수월하게 일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III-5 안테나 캘리브레이션 적용 전후 반송파 이중 차분 잔차 

  



 

 

 

 

 

스마트폰 정적 CDGPS 

 

1. CDGPS 

4.1.1 CDGPS 개요 

위성 항법 측정치에는 여러가지 오차 요소들이 포함되어 있다. 오차 

요소로는 아래 그림과 같이 우주 부분의 궤도 오차와 시계오차, 

사용자 부분의 다중경로 오차와 수신기 잡음이 있고 이외에도 

전리층과 대류층 지연 오차가 있다. 이러한 오차 요소들을 제거하지 

않고, 사용자의 위치를 계산하면 수 m 이상의 위치 오차가 발생한다. 

 

 

그림 IV-1 위성 항법 측정치 오차 요소 



 

 

 

 

 

 

측정치에 포함된 오차 요소를 제거하여 사용자의 위치 정확도를 

높이는 기법을 위성 보강 항법 알고리즘이라고 하며, 크게 의사거리 

측정치 기반 알고리즘과 반송파 위상 측정치 기반 알고리즘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의사거리 측정치 기반 알고리즘으로는 DGPS 

(differential global positioning system)가 있으며, 서비스 영역에 

따라 WADGPS (Wide Area DGPS)와 LADGPS (Local Area 

DGPS)로 구분된다. 그러나, 측정치 잡음이 크고 다중경로오차에 

취약한 의사거리 측정치의 한계로 인해 cm급 정밀한 위치 정확도를 

얻는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정밀한 사용자의 위치를 획득하기 위해선 

잡음이 mm 수준이고, 다중경로 오차에 강건한 반송파 위상 측정치를 

사용할 필요가 있다. 

반송파 위상 측정치 기반 보강 항법 알고리즘으론 지상의 

기준국으로부터 사용자의 상대 위치를 계산하는 CDGPS가 있다. 이 

때 반송파 위상 측정치를 사용하므로 미지정수를 결정하여야 한다. 

미지 정수를 결정하는데 LSAST(Least Squares Ambiguity Search 

technique), LAMBDA (Least-squares AMBiguity Decorrelation 

Adjustment) 등의 기법이 사용된다. 

 
4.1.2 적용 CDGPS 알고리즘 

위와 같은 실제로 실시간으로 적용되는 CDGPS 알고리즘은 위치해와 

미지 정수를 동시에 추정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미지 정수를 



 

 

 

 

 

미리 결정하고 나서 위치해를 추정하는 후처리 방법을 적용한다. 

그러므로 미지정수도 평균을 이용해서 결정한다. 

CDGPS는 기준국과의 상대 위치를 추정하기 위해 이중 차분을 

수행한다. 반송파 측정치를 이중 차분하면 식(4.1.1)과 같이 거리항과 

미지 정수 항만이 남는다. 실제 거리항을 방송 궤도력과 정밀 

측량으로 결정하면 다음과 같이 실제 미지 정수를 계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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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 정수항을 식에서 제거하고 거리 항 중에서 거리항을 시선벡터를 

이용해서 풀면 (4.1.3)과 같다. 모르는 항인 사용자 위치해를 

이항하여 정리하고 가시위성에 따라 모으면 식(4.1.4)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구축된 행렬식에 least Square를 적용하면 반송파 위상 

측정치를 이용한 사용자 위치해를 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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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측 실험 환경 및 결과 

4.2.1 실측 실험 환경 

안테나 캘리브레이션에 사용된 데이터가 수집된 환경은 아래와 같다. 

이는 2장에서 분석에 사용된 자세 A 데이터와 같은 데이터이다. 

10/16~10/17 이틀 동안 수집된 데이터로 스마트폰을 바로 선 자세로 

설치하였다. 다중 경로 오차에 의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개활지에서 수집하였으며 10m 거리의 기준국에서도 동시에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수집한 데이터는 GPS L1 주파수에 대해서만 수집하였다. 

수집된 이틀 간의 데이터 중에서 측위에 사용한 데이터는 하루 

차이가 나는 일부 데이터로 표 IV-1에 정리되어 있다. 하루 차이를 

두었기 때문에 아래 그림 IV-2에 보이는 바와 위성 배치가 똑같다. 

그러나 스마트폰의 자세는 그림 IV-3에 표시된 바와 같이 180도로 

반대인 자세에서 수집하였기 때문에 데이터 수신 성능에 차이가 있다. 

이로 인해서 그림 IV-4에 보이는 것처럼 가시 위성수와 dop에서는 

차이가 존재한다. 

표 IV-1 측위 데이터 수집 환경 

CASE A B 

실험 일자 10/16 KST 10/17 KST 

실험 시간 
02:13:20 ~ 02:43:20 

[30분] 

02:09:20 ~ 

02:39:20 [30분] 

평균 PDOP 2.4 2.9 

평균 가시위성수 7.7 6.9 



 

 

 

 

 

 

그림 IV-2 측위 데이터 수집 환경 (sky plot) 

 

그림 IV-3 측위 데이터 수집 환경 (스마트폰 자세) 

 

그림 IV-4 측위 데이터 수집 환경 (dop) 



 

 

 

 

 

4.2.2 CDGPS 결과 및 분석 

측위 결과 cm급 측위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ARP를 참 위치로 

하여서 오차를 계산하였을 때, Case A에서는 PCO만 적용하였을 때, 

9.7cm에서 5.6cm으로 42% 개선되었으며 PCV까지 적용하면 총 

5.3cm로 45% 개선되었다. Case B에서는 PCO만 적용하였을 때, 

7.0cm에서 3.7cm로 47% 개선되었으며 PCV까지 적용하면 3.4cm로 

51% 개선되었다. 이는 아래 그림 IV-5, 그림 IV-6과 표 IV-2과 

표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None은 안테나 캘리브레이션 적용 전, 

PCO는 PCO만 적용한 경우, PCO+PCV는 둘 다 적용하였을 때의 

측위 결과를 나타낸다. 

이 때 안테나 캘리브레이션을 적용하기 전에도 cm급 측위 성능을 

달성한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측위 방법 때문이다. 본 연구는 

안테나 캘리브레이션의 영향을 확인하고 하는 만큼, 참 위치를 정밀 

측량을 통해서 구하고 탐색 영역을 정하여서 참 미지 정수를 

결정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 사용된 측위 알고리즘은 미지 정수 

고정을 필요로 하지 않으므로 충분히 cm급 위치 결정을 수행할 수 

있다. 

그러나 실시간 측위 알고리즘을 적용하고자 한다면 미지 정수를 같이 

추정해서 고정해 주는 과정이 필수적이다. 이 때 PCO는 10cm, 

PCV는 cm급 오차가 나므로 반파장인 9.5cm를 넘는 경우가 발생한다. 

따라서 PCO와 PCV를 고려해주지 않는다면 미지정수가 잘 못 

고정되게 되어 cm급 위치 결정이 불가능 할 것이라 예상된다. 



 

 

 

 

 

 

그림 IV-5 CDGPS 측위 시간 축 별 결과 

 

그림 IV-6 CDGPS Horizontal 측위 결과 

표 IV-2 안테나 캘리브레이션 적용 단계 별 측위 3D RMS 오차 

CASE A B 

NONE 9.7 7.0 

PCO 5.6 3.7 

PCO+PCV 5.3 3.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스마트폰에서 cm급 위치 결정을 수행하고자 

스마트폰의 안테나 특성을 분석하였으며 안테나 캘리브레이션을 

수행하였다. 

스마트폰 안테나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여러 자세에서 데이터를 

수집하여 신호 세기를 전방위에서 구면 조화 함수를 통해서 

모델링하였다. 특정 반구에 대하여 서로 다른 두 데이터 세트로 

모델링을 하여 비교하였을 때 절대적인 크기는 다르더라도 전체적인 

경향성은 동일함을 확인하여 신호 세기를 구면 조화 함수로 

모델링하는 방법이 재현성이 있음을 보였다. 

다른 반구에 대하여 모델링한 경우에는 스마트폰의 body frame에서 

보았을 때 겹치는 공통 영역에서 모델 값의 차이를 비교하였다. 이 때, 

모델링 오차가 적으며 신호가 수신되는 위성 간의 앙각 차이가 적은 

공통 영역 중앙부에서 두 모델을 비교하였는데, 예상한대로 모델 값의 

차이가 2dB-Hz이내임로 작음을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서 다른 

반구에 대한 측정치끼리 수집한 데이터를 통합하는 방법이 유효함을 

확인하였다. 

공통 영역의 주변부는 모델 값의 차이가 크지만 이는 모델링 오차가 

크며, 신호가 수신되는 위성 간의 큰 앙각 차이로 인해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는 두 측정치 세트를 통합하면 측정치의 양이 늘어나고, 

앙각 차이로 인한 신호 세기 차이가 완화되므로 해결된다. 따라서, 



 

 

 

 

 

제안하는 방법을 이용하면 모델링 오차를 줄이고 위성의 앙각과 

방위각에 의한 영향을 감쇄해서 스마트폰 안테나의 특성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런 스마트폰 안테나의 특성이 반송파 측정치의 사이클 슬립과 갖는 

관계를 분석하였다. 사이클 슬립을 검출하여 제안한 모델에 매핑한 

결과 안테나 신호 세기가 낮은 영역일수록 사이클 슬립이 빈번하게 

발생함을 확인하였다. 분석 결과 35dB-Hz 이하에서 사이클 슬립이 

발생할 확률이 40dB-Hz 이상에서 발생할 확률보다 20배 더 큰 것을 

확인하였다. 

스마트폰 안테나에서 신호가 수신되는 위치가 다른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안테나 캘리브레이션을 수행하였다. 선행 연구에서는 스마트폰 

안테나 캘리브레이션을 수행하기 위해서 장비를 사용해서 스마트폰을 

회전시켰으며 상용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스마트폰을 캘리브레이션 하기 위해서 장비가 필요 없으며 알고리즘도 

간단한 방법을 제안하였다. 

제안한 안테나 캘리브레이션 방법을 적용한 결과 잔여 오차의 RMS가 

50mm에서 18mm로 64% 감소하였으며 측위 결과는 안테나 

캘리브레이션을 적용하였을 때 최종적으로 45~51% 개선되어 cm급 

측위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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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GPS carrier phase based precise positioning 

 using characteristics of smartphone antenna 

 

Bogeun C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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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oul National University 

 

Currently, most users use GPS functions based on smartphones. 

Smartphones are widely used while replacing services that used to 

use existing GPS functions because they can be used lightly and 

easily even though they are equipped with various sensors and good-

performance processors. However, due to the limitations of the 

smartphone itself, only M-level measurements using distance are 

currently possible, so there is a limit to providing more precise 

services. For example, navigation mounted on a vehicle can 

distinguish between lanes, but it is impossible to distinguish lanes in 

navigation services using smartphone apps. Despite these limitations, 

navigation using smartphones has many users. Therefore, if the GPS 

performance of the smartphone is improved to Deci-meter-class 

performance below meter-class, it will be possible to secure a larger 

number of users than now. If cm-class positioning becomes possible 

here, it is expected that new services will be provided. 

Therefore, attempts to perform precise navigation using carrier 

phase measurements in smartphones have been continuously 



 

 

 

 

 

attempted since the smartphone was released. With the update of 

Android P since 2018, the function to control Duty-Cycle has been 

added, and smartphone manufacturers have also supported it, and 

research is actively being conducted to perform precise navigation 

using carrier phase measurements on smartphones. This study was 

also conducted to perform cm-class positioning on smartphones 

under the same tone. 

The biggest obstacle to performing cm-class positioning on a 

smartphone is a low-quality carrier phase measurement due to a 

smartphone antenna. Smartphone antennas are equipped with small 

PIF (Planar Inverted-F) antennas that are different from general 

GPS antennas, making it difficult to properly receive carrier phase 

measurements. Therefore, in order to perform a precise navigation 

using a carrier phase measurement value, analysis of a smartphone 

antenna must be preceded. 

In this study, in order to analyze the omnidirectional characteristics 

of smartphone antennas, measurements were collected from various 

postures and then signal strength was modeled through a spherical 

harmonization function. As a result of modeling, it was confirmed that 

the antenna of the smartphone has a non-uniform signal strength 

pattern and at the same time, the signal strength varies according to 

the posture. In addition, after detecting the cycle slip, the relationship 

with the signal strength model was analyzed. 

In addition, antenna calibration of the smartphone was performed. 

Existing studies used additional equipment and commercial software 

to perform smartphone antenna calibration, but in this study, 

calibration was performed without using additional equipment and 

commercial software. As a result of calibration, the residual error of 

the carrier phase measurement value was reduced by 64%, and as a 

result of CDGPS measurement, cm-level positioning was performed 

with 3.4 cm accuracy, which was reduced by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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