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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현재 실내 위치 인식 계산 알고리즘과 거리 측정 방법은 놀라울 정도로 다양하다. 그 중 거리를 
측정하는 방법으로 마커를 이용한 방법과 RF(Radio Frequency)를 이용한 방법 등 여러 가지 방법들
이 제안되었는데 본 논문에서는 사람이 이용하기 쉬운 RF를 이용한 위치 인식 성능 개선에 대해 다
루고자 한다. RF 신호가 도달하는 시간을 이용하여 거리를 측정하는 TOA(Time of arrival) 방식을 
사용하여 기준점과의 거리를 측정하고, 측정된 거리 값에 가중치를 이용해 장애물에 의한 오차를 보
정하였다. 측정된 거리 값을 일정 개수를 모아 최빈값을 이용하여 정확도를 향상 시켰고 이를 통해 
실내 좌표를 계산 하였다. 그리고 계산된 좌표 값에 칼만 필터를 적용하여 움직임을 보정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RF를 이용한 위치 인식 알고리즘을 제안하고 보정 전 데이터와 보정 후 데이터
를 비교해 비컨 신호의 정확도를 확인하였다.

키워드

Indoor Localization System, Kalman Filter, TOA

Ⅰ. 서  론

위치 인식 기술은 크게 실내와 실외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이는 GPS를 사용할 수 있는 지역과 
사용할 수 없는 지역으로 구분한다. GPS 신호를 
사용할 수 없다는 점에서 실내 위치 인식 기술이 
상대적으로 어렵다고 볼 수 있다. GPS 신호를 대
신 하기위한 수단으로 초음파, Infra Red(IR), 

Radio Frequency(RF), Ultra Wide Band(UWB)가 
있으며 각각의 장단점을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
다. 초음파는 의복이나 실내 장애물들에 흡수되기 
쉬워 센서의 신호가 수신되기 까지 원활히 전달
되기 힘들고 IR 센서는 센서에서 발송하는 신호
가 수신부의 가시 영역 안에 들어가야만 신호가 
전달될 수 있기 때문에 장애물에 영향을 많이 받
는다. RF기반 방식으로는 Zigbee, UWB 등이 있
으며 전송 속도가 빠르고 방해물이나 신호 전달 
방향에 대한 제한이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1]

본 논문에서는 RF 비컨을 이용한 거리 측정 방
식 중 ToA(Time of Arrival) 방식을 기반으로 위

치 인식 시스템을 설계하고 측정된 거리 값에 칼
만 필터와 가중치를 적용하여 위치 인식 성능 개
선의 방법을 제안한다. 

Ⅱ. 관련 연구

RF 센서노드를 이용한 위치 인식 기법 중 가장 
중요한 Reference node까지의 거리를 측정하는 
방법은 다양하다. 그 중 대표적인 거리 측정 기법
에는 RSSI (Received Signal Strength Indicator), 

ToA(Time of Arrival), TDoA(Time Difference of 

Arrival), AoA(Angle of Arrival)등이 있다. 이와 
같은 거리 측정 기법을 통해 측정된 값을 기반으
로 삼변측량, Bounding Box, 삼각측량[2] 등을 이
용해 이동 노드의 위치를 계산한다.[1] 

위치 계산은 측정된 거리를 기반으로 이동노드
의 위치를 계산한다. 그림 1과 같이 기준 노드들
을 배치한 뒤 기준 노드들 안쪽으로 이동 노드가 
위치해야 한다. 기준 노드들은 인접한 노드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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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그룹으로 형성한 후 각 그룹들의 교점들
을 구한다.

그림 1 이동 노드 위치 계산

교점들은 각 그룹 당 2개씩 구할 수 있는데 그
중 각 노드들의 안쪽의 교점을 취하도록 한다.

거리 측정 시 오차가 발생했다는 가정 하에 다
음과 같이 계산한다.

각 노드들의 좌표 X,Y를 XA, XB, XC, XD, YA, 

YB, YC, YD라 하고 측정된 기준 노드와 이동 노드
의 거리를 각각 DA, DB, DC, DD, 안쪽의 교점의 
좌표 X, Y를 각각 XAB, XCD, XBD, XAC, YAB, YCD, 

YBD, YAC라고 했을 때

DA
2 = (XAB - XA)2 + (YAB - YA)2

DB
2
 = (XAB - XB)

2
 + (YAB - YB)

2

와 같은 식을 구할 수 있다. 

인접한 기준노드와 교점이 이루는 삼각형을 직
각 삼각형 2개로 생각하면 높이가 같은 직각 삼
각형 2개가 된다. 위의 식을 각각 Y에 대한 식으
로 바꾸면

(YAB - YA)2 = (XAB - XA)2 - DA
2 

(YAB - YB)
2 

= (XAB - XB)
2
 - DB

2
 

가 된다. 두 식은 서로 같으므로 XAB 를 구할 
수 있다. 이렇게 구한 X값으로 Y 역시 구할 수 
있다. 

교점 4개의 좌표를 구한 뒤 좌표의 평균을 구
해 중간 값을 구한다. 

RF를 이용한 거리 측정 방식에서는 주변 시설
물이나 사람의 움직임 등에 의해 무선 신호가 장
애물을 통과하지 않고 우회해서 도착했을 시 오

차가 발생하게 된다. 그리고 하드웨어의 한계로 
인해 거리 측정에서 오차가 발생하게 된다. 이러
한 오차를 줄이기 위해 급격한 값의 변화를 칼만 
필터를 이용해 지속적으로 들어오는 값에 대해 
안정화 단계를 거친다. 

칼만 필터(Kalman filter)는 잡음이 포함되어 
있는 선형 역학계의 상태를 추적하는 재귀 필터
로, 루돌프 칼만이 개발하였다.

칼만 필터는 이산 시간 선형 동적 시스템을 기
반으로 동작하며 지속적으로 입력값이 변화 할대 
상태 벡터를 이용하여 이전 시간의 벡터들에 대
해 관계된다는 마르코프 연쇄를 가정한다. 

특정 시간 k에서의 상태 벡터를 라고 정의하
고, 또한 그 시간에서의 사용자 입력을 라고 정의
할 때, 칼만 필터에서는 다음과 같은 관계식을 가
정하고 있다.

xk+1 = Axk + Buk +wk

여기에서 Axk는 해당 시간에서 이전 상태에 기
반한 상태 전이 행렬, 사용자 입력에 의한 상태 
전이 행렬, 그리고 는 공분산행렬을 가지는 다변
수 정규 분포 wk 잡음 변수이다.

상태 벡터 xk+1와 그 벡터를 측정했을 때 실제
로 출력되는 벡터 yk는 다음과 같은 관계식을 가
지고 있다.

yk = Cxk + zk

여기서 Cxk 는 해당 시간에서 측정에 관계되는 
행렬이다.

칼만 필터는 예측 단계와 보정 단계로 나뉘는
데 예측 단계에서 이전 값을 바탕으로 계산된 현
재 값과 실제 측정 값의 오차를 수정한다. 

최종 출력값은 이전 계산 값과 현재 측정값의 
변화량에 최적 칼만 게인(Kalman gain)를 곱한 
값과 이전 계산 값을 더한 값으로 다음과 같이 
표현 할 수 있다. 

 xk+1 = (Axk + Buk) + K( yk+1 - Cxk )

최적 칼만 게인은 다음과 같이 구해진다.

Kk = APkC
t
 (CPkC

t
 + S)

-1

연역적 공분산 예측 값 pk+1는 다음과 같은 관
계식을 갖는다.

pk+1 = pk + Tvk + ½T2uk + p
~
k

이 식에서 T는 시간을 나타낸다.[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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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테스트 환경 구성

Ⅲ. 위치 인식 시스템 설계 및 구성

실험에서 사용된 노드들은 CSS (Chirp Spread 

Spectrum) RF signal를 사용하여 통신하게 된다. 

독일 나이트론사의 nanoLoc칩은 802.15.4a 기술을 
지원하며 노드간 거리 측정이 가능한 프로토콜을 
지원한다. 

각 기준 노드들은 발송 시간을 담은 비컨 신호
를 브로드케스팅하게 된다. 기준 노드 안쪽에 있
는 이동 노드는 이 비컨 신호를 받아 동기화된 
시간을 통해 ToA를 구하고 이를 기반으로 거리
를 계산해 Base Station으로 전송 하게 된다.

 

그림 2 위치 인식 시스템 구조

거리 값을 입력 받는 Base Station은 칼만 필터
를 적용하여 거리 값을 안정화 한 뒤 위치 측정 
을 실행하게 된다. 

Ⅳ. 개선된 알고리즘 제안

본 논문에서 제안할 알고리즘은 크게 2가지 부
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동 노드가 송신하는 거
리 값의 신뢰도 향상과 거리 값으로부터 계산된 
위치 좌표의 신뢰도 향상으로 나눌 수 있다. 

거리 값의 신뢰도를 향상하기 위해 이동 노드
로부터 송신하는 거리 값을 모아 그 중 빈도수가 
가장 많은 값을 선택한다. 그 최빈값에 칼만 필터
를 적용한다. 최빈값을 적용함으로써 버스트 오차 
값을 줄이고 칼만 필터를 이용하여 급격한 값의 
변화를 점층적으로 변화 시킬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친 거리 값을 기반으로 이동 
노의 좌표를 계산하게 된다. 기준 노드 4개를 통
해 계산된 좌표 값을 기반으로 다시 기준 노드까
지의 거리를 계산한 후 계산된 거리 값과 칼만 
필터를 통해 계산된 거리 값과 비교를 통해 가장 
오차가 큰 거리 값을 찾아낸다. 

가장 큰 오차 실측값과 계산된 거리 값의 평균
을 적용하여 다시 위치를 계산 한다. 

Ⅴ. 테스트 및 성능 평가

그림 3과 같이 7m X 7m 크기의 실내의 모서
리에 기준 노드를 설치하고 3번 노드 앞에 작은 
파티션으로 장애물을 형성하였다.

우선 거리 값의 신뢰도를 향상됨을 확인하기 
위해 이동 노드를 (3.5, 3.5) 위치에 둔 상태에서 
거리 값을 측정하였다.

그림 4 실제 측정 값

그림 5 최빈값 필터 적용 값

그림 6 칼만 필터 적용 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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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길이
평균

측정거리
오차

기준
노드1 4.94 5.15 0.21

기준 
노드2 4.94 4.6 0.34

기준 
노드3 4.94 6.98 -2.04

기준 
노드4 4.94 5.19 0.25

표 1 거리 데이터 측정 값 (단위 m)

실제 좌표 측정 좌표 오차

X 3.5 3.04 0.46

Y 3.5 2.61 0.89

표 2 예상 위치 좌표 값 (단위 m)

실제 좌표 보정 좌표 오차

X 3.5 3.32 0.13

Y 3.5 3.46 0.04

표 3 예상 위치 보정 좌표 값(단위 m)

그림 4는 실제 측정값 500개의 데이터를 그래
프로 표시한 것이고 그림 5는 10개의 실제 측정
값 중 최빈값을 추출한 그래프다. 그림 6은 최빈
값에 칼만 필터를 적용한 데이터 그래프다. 

각 기준 노드에서 측정된 데이터를 그래프로 
확인했을 때 각 필터를 적용하면 오차 값이 많이 
줄어든 것을 확인하였다. 

측정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위치를 계산해 보면 
표2와 같이 나온다.

측정된 거리 값으로 위치를 계산 했을 때 0.46, 

0.89의 오차가 생겨난다. 이를 줄이기 위해서 측
정값의 가중치를 적용한다.

측정된 거리 값 중 오차가 가장 큰 기준 노드
는 3번 노드이다. 예상 위치 좌표값으로부터 기준
노드 3번까지의 거리는 5.91m이다. 이 값에 기준 
노드 3번과 5.91과의 차이를 뺀 후 다시 위치 계
산한다. 

Ⅵ. 결  론

이동 노드의 위치를 계산하기 위해 다양한 거
리 측정 기술이 있으며 오차를 줄이기 위한 다양
한 방법들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최빈값 필터와 
칼만 필터를 적용하여 급격히 변하는 값을 필터
링하고 예측 값과 측정값의 오차를 차등 적용하
여 장애물에 의한 오차를 0.46m에서 0.13m로, 

0.89m의 오차를 0.04m로 줄일 수 있었다. 하지만 
최빈값과 칼만 필터의 특성에 의해서 이동 노드
의 움직임에 대한 즉각적인 반응이 어려워졌다. 

실험 결과 이동 후 약 3초정도 반응 속도가 느려
진 것을 확인 하였다. 

향후 연구로는 제안된 시스템 상에서 다양한 
시나리오를 테스트하고 확장 칼만 필터를 이용해 
반응 속도의 개선을 연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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