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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실내 무선 채널을 고려한 3차원 위치 추적 알고리즘을 제안하고 그 시스템을 구현하였다. 본 
시스템에서는 IEEE 802.15.4a 표준이 적용된 나노트론사의 상용화 모듈을 이동과 고정 노드에 사용하였다. 이 모듈은 
거리 측정의 해상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첩 주파수 확산 방식을 채용하였으며, 거리는 수신된 신호 세기(RSS) 크기
와 삼변측량법을 바탕으로 계산되었다. 테스트베드는 제안된 알고리즘의 위치 추적 평가 오차를 측정하고 비교하도록 
구현하였다. 제안된 방법의 실험 결과 위치 평가의 정확도는 사무실 건물 내의 무선 환경에서 1m 정도의 거리 오차 
정확도를 확인할 수 있었다. 

주제어 : 위치추정, CSS, 삼변측정, 3차원 거리 추정, 실내 채널

Abstract  In this paper, we propose a novel algorithm for three dimensional positioning system and implement 
a system over indoor wireless channel. A commercial modules are used for mobile and fixed nodes which are 
product of German company Nanotron Co. This module adopts chirp spread spreading scheme as modulation 
method to improve the ranging resolution and the module satisfies the IEEE standard 802.15.4a. The distance 
computation is based on received signal strength(RSS) levels and trilateration method. A testbed was set up to 
measure and compare the positioning estimation error of the proposed algorithm. The experiments results showed 
that the accuracy of location estimation was sufficiently good as much as 1m distance error in a wireless 
environment in an office buil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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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최근 십 수 년 동안 실내 환경에서의 정확한 치 추

 기술에 한 심이 증 되어 왔다. 기의 치 추  

기술은 무선랜(WLAN) 인 라에 기반을 두는 핑거 린

 기법에 이 맞추어져 있었다[1,2,3]. 치 추 용 

핑거 린  기술은 건물 각 층에 있는 여러 지 에서 수

신하고 측정한 신호의 세기에 바탕을 두고 있다. 핑거

린트라고 하는 수신된 신호 세기(Received signal 

Strength; RSS)는 서로 다른 여러 치에서 채집되며, 각 

치별 신호 세기로서 데이터베이스에 장된다[1]. 사용

자는 각 치의 좌표값과 해당 지 의 RSS를 정기 으

로 기록하며 이러한 과정을 RSS 조정(calibration) 는 

학습(training)이라고 한다[2]. 임의의 치에서 새롭게 

측정된 핑거 린트는 이동국의 치를 결정하기 하여 

데이터베이스에 장된 RSS 값들과 비교된다.

R. H. Jam [1]등은  WLAN을 한 핑거 린트 근 

방법을 사용하여 실내 치 센싱 시스템을 구 하 으며, 

핑거 린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데 필요한 노력을 

일 수 있도록 하 고, 동시에 정확도를 향상시켰다. M. 

Wallbaum.[2]등은  지도(radio map)를 구축하기 

한 수학  모델을 제안하 는바  지도는 RSS 패턴

을 발생시키는데 사용된다. Z. Sun [3]등은 시간과 장비

로 인하여 발생되는 달 학습 문제를 다루기 한 

LuMA 알고리즘을 제시하 으며, 이 알고리즘은 치 결

정을 한 RSS 조정 노력을 크게 다. 이들 논문들은 

핑거 린  방법을 고려하 으며, 실내 채 에서의 RSS 

패턴 지도를 구축하기 한 노력을 이고자 하 고, 2차

원에 한정된 치추 을 시도하 다. 

한편, 최근 들어 3차원 치 추 에 한 심이 집

되고 있다[4,5,6,7]. S. Gansemer[4]등은 2차원 WLAN 핑

거 린  치 추  알고리즘을 다층 건물의 3차원으로 

확장하 다. 액세스 포인트(AP)로부터 송된 여러 의 

신호 세기 인디 이터(Received signal Strength 

Indicator; RSSI)들의 값은 각 치 오차를 수정하는 지

들에서 측정되었고, X와 Y의 두 축이 2차원 치 좌표인 

반면 Z축은 수직 방향에서 각 층을 의미한다. M. Bal[5]등

은 3차원 치 추 을 하기 하여 무선 센서 네트워크를 

사용하 으며 가시화 시스템을 구 하 다. 자들은 해

당 공간에서 다 의 센서 노드를 용하 으며, 이를 이

용하여 무선 신호를 채집함으로써 3-D 큐빅 그리드 공간 

상에 치 측정용 핑거 린트를 발생시켰다. 각각의 센

서 노드에서 근 한 AP로부터 수신된 신호의 세기는 

X,Y,Z 좌표로 기록된다. N. S. A. Hassan[6] 등은 삼각측

량법을 바탕으로 3-D 치를 결정하기 한 방정식을 제

시하 다. 삼각 측량법은 까지의 거리를 직  측정하지 

않고, 고정된 기 선의 양 끝에 있는 고정 으로부터 그

것과 이루는 각을 측정하여 한 의 치를 결정한다. 이

들은 WLAN으로부터의 RSSI에 근거하여 IPv4 임워

크 내에서 동작하는 추  시스템을 구 하 다. 

재까지 부분의 연구는 핑거 린트 구조[1,2,3,4,5]

에 집 되어 있으며, 패턴 지도를 구축하는데 RSSI를 사

용한다. 한 많은 논문들은 WLAN의 AP를 이용하여  

고정된 기  노드들과 이동 노드들을 구 하 다

[1,2,3,4,6]. 본 논문에서는 3차원 치 추 을 하여 확

장된 형태의 삼각 측량법 방정식과 WLAN의 AP들로부

터 수신된 RSSI가 아닌 첩 신호 방식을 이용하여 수신 

신호의 세기를 측정하는 시스템을 구 하고 시험 결과를 

제시하 다.

2. TOA를 이용한 2차원 삼변측량법  

이동 노드는 어도 3개의 다른 치에 있는 센서에 

의해서 수신된 신호를 보낸다. 각각의 센서는 신호의 도

달시간(time-of-arrival ; TOA)을 기록하고, 임의 의 

센서에서 도착하는 시간차는 모양을 알고 있는 곡선 

상의 어딘가에 송신기가 치해 있음을 의미한다[8]. 두 

개의 센서 을 이용한다는 것은 이동 노드가 두 개의 다

른 곡선의 교차 에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Fig. 1]

은 이러한 상황을 설명한다.

[Fig. 1] Positioning a mobile node through trilat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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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과 식 (1)은 2차원 x-y 평면에 한 것이다. 만

일 노드가 건물의 몇 층에 있는지 알고 있다고 가정한다

면 방정식은 해의 차원을 증가시키지 않고 노드 높이(z)

를 사용하여 쉽게 변형될 수 있다. 그러나 만일 노드 높

이가 알려져 있지 않아 추정되어야 한다면 방정식은 z를 

자유 변수로 포함하도록 변경되어야 하며 하나의 해를 

구하기 해서 4개의 센서가 필요하게 된다.

이동 노드가 치 (x, y)에서 송신하는 시간을 로 

정의하면. 치  에 있는 번째 센서는 시간 

      에서 신호를 검출할 것이다. 여기서, 

는 신호가 이동 노드로부터 고정 노드로 되는데 

필요한 시간이다. 이  시간을 이용하면 아래 수식에 

나타난 바와 같이 빛의 속도로 나 어 이동 노드에서 

고정 노드까지의 거리를 구할 수 있다.

                  (1)

미지의 송신 시간 는 두 개의 노드에 도달하는 시간 

차를 이용하게 되면 더 이상 고려하지 않아

도 된다. 

    

 





 


 





         (2)

식 (2)는 와   에 하여 [Fig. 2]

에 나타난 포물선을 발생시키는데 사용된다. 두 개의 포

물선의 교 에 하여 해를 구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Fig. 2] Positioning algorithm for 3D tracking with 
common chord method between spheres

두 개의 방정식으로부터 발생한 두 개의 포물선의 교

은 2개이다. 교   하나만이 실제의 교 이고 나머지

는 실제 교 이 아닌 수치상으로만 나타나는 것이다. 편

의상   ⋅를 정의하면 식 (2)를 제곱하고 

항들을 정리하여 다음의 식을 얻을 수 있다.

    

 ⋅ ⋅

 ⋅ 

              (3)

식 (3)을 간단히 정리하기 하여 다음을 정의하면,

 

≡     

노드 1, 2, 3으로부터 포물선 계식 (4a), (4b)를 얻을 

수 있다.

  ⋅ ⋅

 ⋅ 

             (4a)

  ⋅ ⋅

 ⋅ 

              (4b) 

의 두 식을 연립하면 상물 치의 해는 다음 식으

로 주어지는 선상에 있어야 한다.

⋅ ⋅  ⋅

 ⋅ ⋅  ⋅

⋅ ⋅  

         (5)

식 (5)는 등가 으로  의 형태로 표 할 수 

있다. 

   

   
             (6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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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b)

최종 으로 이 직선과 앞에서 구한 포물선과의 교

을 찾기 하여    형태의 식 (5)를 포물선 식 

(4a)에 입하여 항을 제곱하여 정리하면 (x, y) 좌표 값

이 얻어 진다.

 

3. 제안된 3차원 위치 추적 알고리즘

본 논문에서는 3차원에서의 노드 치를 표 하기 

하여 원이 아닌 구(sphere)를 사용한다. 우선 두 개의 원

은 다음과 같이 두 개의 식(7a), (7b)로 주어진다고 가정

한다.

                          (7a)

  ′  ′  ′                    (7b)

다음 식에서 m=-1 일 때 두 개의 원의 공통 은 식(8)

과 같다.

    

  ′  ′  ′   
               (8)

식 (8)에서 m=-1일 때 제곱 항은 제거되어 결과 으

로 다음 식(9)와 같이 직선의 방정식을 얻을 수 있다.

′ ′ ′             (9)

이 직선은 공통 이며, 이 방정식은 3차원 공간으로 

확장 될 수 있다. [Fig. 2]에서 보여 진 바와 같이 하나의 

공간에서 이동 노드의 치를 표시하기 해서는 어도 

3개의 구가 필요하다. 3개의 구 A, B, C에 한 식은 다

음의 식 (10), (11), (12)와 같다.


 

 
 

        (10)


 

 
 

        (11)


 

 
 

        (12)

3개의 식 가운데 2개의 식을 결합하여 정리하면 제곱 

항이 제거되어 3개의 1차 방정식을 얻을 수 있다. 이들 

방정식은 2개의 구 인 AB, BC, CA간에 공통 을 나타

내고 있으며 다음 식(13), (14), (15)와 같다.

   















    (13)

   















 (14)

   















      (15)

4. 측정 결과

실험 장소의 사진은 [Fig. 3]과 같다. 3-D 추 을 한 

테스트베드는 학교 캠퍼스의 6층 건물 내의 공간에서 

1층과 2층 사이의 공간을 이용하여 6m×6m×6m 의 크기

로 설정하 다.

[Fig. 3] Picture of experiments site configuration

[Fig. 3]에서 노드 A, B, C는 고정 노드이고 앙의 노

드는 이동 노드이다. 고정 노드는 모두 2층에 배치되어 

있고 이동 노드는 1층에 치하도록 하 다. 이동 노드와 

고정된 노드 간의 통신에서는 가시선이 확보된다. 고정

된 노드의 (x, y, z) 좌표는 거리를 고려하여 각각 A(0, 0, 

0), B(600, 0, 0), C(300, 600, 0)으로 지정하 다. 본 논문

에서는 3개의 경로에 해 이동 노드 치 추 을 수행하

다. [Fig. 4], [Fig. 5], [Fig. 6]은 각각 이동 노드의 경로

1, 경로2, 경로3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에서 각 변에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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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X Y Z Z_error

1 1.60m 4.03m 1.17m 0.17m

2 1.07m 2.42m 1.32m 0.32m

3 3.30m 1.93m 1.04m 0.04m

4 2.56m 0.36m 1.32m 0.32m

한 교차선이 있는 3개의 원은 고정노드의 치를 의미하

고, 화살표는 이동 노드의 움직임의 궤 이고 작은 원은 

측정 결과로서 제안된 알고리즘에서 수신 신호 세기를 

이용하여 계산된 지 을 나타낸다. 이 화살표 상에 있

거나 가까이 있으면 비교  정확하게 치가 추정된 것

이고 화살표에서 벗어나 있으면 그만큼 오류가 발생한 

것이다. 수평축과 수직축을 각각 X-축과 Y-축으로 하고, 

이동 노드의 Z-축 값을 1층 바닥으로부터의 거리가 1m 

상에 있도록 하 다. [Fig. 4], [Fig. 5], [Fig. 6]에서 보이

는 것은 2차원의 치 추 만을 나타낼 수 있을 뿐이며, 

3차원으로 측정된 결과는 <Table 1>, <Table 2>, 

<Table 3>과 같다.

[Fig. 4] Experiment of mobile node tracking for 
path 1

[Fig. 4]에서 경로 1에 한 측정 결과로부터 알 수 있

듯이 Z-축의 거리 오차는 이동 노드가 3개의 고정된 노

드의 비교  심 역에 있을 때 감소된다. 이동 노드가 

특정한 고정 노드에 근할 때 거리 오차는 <Table 1>

의 1, 2, 3의 경우와 같이 상 으로 증가된다. 

<Table 1> Measured results of distance error for 
path 1

Case X Y Z Z_error

1 2.12m 1.25m 0.21m 0.79m

2 2.23m 4.28m 0.21m 0.79m

3 3.03m 4.76m 0.01m 0.99m

4 5.36m 3.14m 1.44m 0.44m

5 3.42m 1.76m 1.07m 0.07m

경로2에 한 시험 경로는 [Fig. 5]에 나타나 있다. (x, 

y, z)좌표는 4개의 치에서 측정되었고 이 들은 작은 

원으로 표시되어 있다. 측정 결과는 <Table 2>와 같다. 

[Fig. 5]에서 3개의 은 화살표 궤 과 정확하게 겹치며 

한 개의 은 XY 평면 상에서 X-축에 해 1m 거리 만

큼 떨어져 있다.

이 실험에서의 Z축 거리 오차는 경로1의 실험에 비하

여 0.5m이하로 감소되었다. 그러나 <Table 2>의 2번째 

경우 거리 오차는 x-축 좌표에 해서 약 1m 이다. 상

으로 큰 거리 오차가 발생하는 원인은 테스트 베드 사

이트에서의 다  경로 상과 건물 내에서 움직이는 물체

로 인하여 채  조건이 변했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Fig. 5] Experiment of mobile node tracking for 
path 2

<Table 2> Measured results of distance error for 
path 2

[Fig. 6]은 경로 3에 한 실험 과정을 나타내고 있다. 

실험결과 측정된 X좌표와 Y좌표는 이동 경로와 매우 비

슷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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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Experiment of mobile node tracking for 
path 3

테스트 과정을 통하여 <Table 3>의 결과를 얻었다. 

<Table 3>으로부터 Z좌표의 오차는 경로 1에 한 실험

과 비슷한 정도의 오차를 보이지만 실험이 진행되면서 

오차가 작아짐을 볼 수 있다.

<Table 3> Measured results of distance error for 
path 3

Case X Y Z Z_error

1 2.12m 1.25m 0.21m 0.79m

2 2.23m 4.28m 0.21m 0.79m

3 3.03m 4.76m 0.01m 0.99m

4 5.36m 3.14m 1.44m 0.44m

5 3.42m 1.76m 1.07m 0.07m

5. 결론

본 논문에서는 노드의 3차원 공간 치를 결정하기 

한 새로운 알고리즘을 제안하고, 성능을 평가하기 하

여 치추  시스템을 구 하 다. 이 시스템은 

Nanotron사 칩을 채용하 으며, 이 칩에서의 신호는 첩 

변조방식을 사용한다. 주 수 변조 연속  (frequency 

modulated continuous wave; FMCW)로 알려진 첩 신호

는 코릴 이션 특성이 우수하여 치를 보다 정확하게 

추정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 수행된 실험을 통하여, Z-

축의 거리 오차는 이동 노드가 3 의 고정된 노드로부터 

거의 동일 거리에 있는 심 지역에 있을 때 작아진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만일 이동 노드가 한 쪽으로 치우

쳐, 한 고정 노드에 상 으로 가깝게 근한다면 거리 

오차가 증가한다. 거리 오차는 각 경로에서 1m 이내로서 

상용으로 용될 가능성을 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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