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선 통신 기술 활용

SK텔레콤 Location 기술/서비스 동향

요 약

이동 통신 사업자는 위성 및 이동통신망을 활용하여 Location 

기술 및 서비스를 제공하여 왔다. 최근 스마트폰 보급에 따

라 Wi-Fi, Bluetooth 등 근거리 통신망 신호를 활용하여, 

실내에서 보다 정확한 위치 파악이 가능해지고 있다. 또한, 

UWB(Ultra Wide Band)신호를 활용한 초정밀 위치 확인 기술, 

BLE(Bluetooth Low Energy) 및 센서 활용 기술 등 저전력/비

용 효율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한 다양한 시도가 진행 중에 있다.

Ⅰ. 서 론

Location서비스(Location Based Service)는 효율적 위치 

확인 기술로 사용자 위치를 파악하고, 이를 기반으로 다양한 

종류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Location 서비스는 

Google, Apple 등 Global 사업자들도 자사의 상품 경쟁력 강

화를 위해 확보하고자 하는 핵심 기술/서비스로, 스마트폰 확

산과 함께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SNS(Social 

Networking Service), Payment, 광고 등 모바일 핵심 서비스

와 Location 기술이 결합되고 있으며, 가상의 Online공간과 현

실 세계인 Offline을 연결시키는 O2O(Offline to Online) 서비

스 등으로 확장되고 있다. 급성장하고 있는 Location 서비스에

서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통신사업자, 단말제조사, 인터넷 사

업자 등 다양한 Player들은 각자의 강점을 활용하여 Location 

기술 경쟁력 향상을 추진하고 있다.

Location 기술은 위성, 기지국, 근거리 통신용 AP(Access 

Point) 등의 Identifier, 신호 세기, 시간 차이 등을 활용하여, 

사람/사물의 위치를 파악하는 기술이다. 일반적으로 위성신호 

활용 방식의 측위 성능이 가장 우수하지만 실내에서는 위치를 

확인할 수 없다는 제약이 있다. 위성 신호를 수신할 수 없는 실

내에서는 기지국이나 Wi-Fi/Bluetooth 등 근거리 통신용 AP

등을 활용하는 Network 신호 활용 방식이 활용되고 있다. 

최근 실내에서 일상시간을 소비하는 시간이 늘어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실내 공간에서 비용 효율적이면서도 정확한 위치 파

악 기술이 필요하다.  본 고에서는 실내 공간에 경제적이면서 

손쉽게 설치할 수 있는 Beacon 활용 Indoor Location서비스, 

초정밀 위치 파악 기술인 UWB(Ultra Wide Band) 활용 서비

스 및 단말 센서 활용 기술/서비스를 소개한다. 

Ⅱ. 무선 신호를 활용한 Location 기술 

일반적으로 무선 신호를 활용한 Location 기술/서비스는 고

객이 이동 時에 항상 소지하고 있는 단말기와 위성/무선망을 활

용하여 제공되고 있다. 실외에서는 위성 신호 활용 측위 방식, 

실내에서는 Network 신호 활용 측위 방식이 활용되고 있다. 

1. 위성 신호 활용 방식

위성 신호 활용 방식은 GPS(미국), GLONASS(러시아), 

Galileo(유럽), BeiDou(중국) 등 지구 전역을 Cover하는 위성

(GNSS; Global Navigation Satellite System)에서 송신하는 

신호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정확도는 상대적으로 높으나, 건물 

내에서는 활용할 수 없다. 이 방식은 초기 위치 계산 시, 각 위

성에서 전달하는 신호를 해석하는 시간(TTFF; Time To First 

Fix)이 많이 소요되는데, 이러한 시간을 줄이기 위해 측위 서

강석연, 조채환, 윤종필  

SK텔레콤 

그림 1. 무선 신호를 활용한 Location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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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에서 보조 정보를 이동 통신망을 통해 단말기로 전송하는 

Assisted 방식이 활용된다.

단일 위성 시스템으로는 충분한 정보를 수신할 수 없는 도심

지역(예: 고가도로/고층빌딩 환경 등으로 4개 이상의 위성 신

호를 수신 못하는 지역)에서는 복수의 위성 시스템 신호를 결합

(예: GPS와 GLONASS신호를 동시 활용)하는 다중 위성 측위 

시스템이 활용된다. 또한, 외곽지역 대상으로는 이동통신망을 

통해 전리층 오차 보정 정보를 전송하여 정확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D-GPS (Differential GPS) 기술이 활용되고 있다.

 2. Network 신호 활용 방식

대형건물/지하철 등 실내 공간에 서비스 제공을 위해 이동통

신사업자가 설치한 기지국이나 Wi-Fi신호를 활용하면, 실내에

서도 위치 확인이 가능하다. 위성 기반 측위 방식에 비해 상대

적으로 정확도가 낮아, 이를 개선하기 위한 많은 시도가 이루어

지고 있다.

Network 신호 활용 기술은 일반적으로 단순한 기지국ID

를 이용하는 방식, 복수 기지국 신호를 조합하는 삼변 측량 

(Trilateration) 방식과 전파 지문(Finger Print) 방식을 활용

하여 위치를 계산한다. 삼변 측량 방식은 좌표를 알고 있는 3개 

이상의 기지국/AP에서 수신되는 신호 세기를 거리로 환산하여 

위치를 계산하는 방식이며, 전자 지문 방식은 지형을 격자 단위

로 나누고, 지형 별 전파특성을 DB(DataBase)에 저장하여, 이

를 기반으로 위치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기지국 신호를 복제하여 전송하는 중계기 서비스 지역이 많은  

국내 이동통신 환경에서는 신호 전송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다. 이와 같은 환경에서는 삼변 측량 방식의 위치 계산이 

부정확한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SK텔

레콤은 전파지문 방식을 개발하여 운용하고 있다. 

Wi-Fi 탑재 단말이 증가하고 있고 주요 건물들에 AP가 다수 

설치됨에 따라, Wi-Fi 신호를 활용한 기술이 기지국 신호 활용 

방식을 보완하는 기술로 널리 활용되고 있다. Wi-Fi장치를 통

해 수집되는 AP정보(장비 고유ID, 전파 특성 등)를 사전에 구축

된 AP정보 DB와 비교하여 사용자 위치를 판단하는 방식으로, 

좁은 범위의 지역을 Cover하는 AP 특성으로 인해 실내에서 높

은 정확도를 보인다. 또한, 위치 정보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기

지국/AP 정보에 대한 주기적인 DB 유지 관리가 필수적이다. 

 

그림 2. Assisted GNSS 구성도

그림 4. Network 활용 방식

a) 전파지문방식 b) 삼변측량방식

그림 3. 위성 신호 측위 기술

그림 5. Network 신호 활용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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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Location 서비스 향상 기술

현대인들은 일상생활 중 많은 시간을 실내에서 소비하고 있

으며, 이에 따라 실내에서 이루어지는 서비스와 실내 중심의 공

간 정보(POI; Point of Interest) 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

다.  실내 공간에서 보다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고자 하는 고객

의 Needs를 수용하면서, 비용 효율적인 Location 기반 서비

스를 적기에 제공할 수 있는 기반 기술이 필요하다. 본 절에서

는 이를 위한 실내 공간에서 손쉽게 적용 가능한 “Beacon 활

용 Indoor Location 서비스”, 초정밀 위치 서비스를 보장하는 

“UWB 기반 Real Time Tracking서비스” 및 비용 효율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단말 내 센서 활용 기술”을 소개한다. 

1. Beacon을 활용한 Indoor Location 서비스

Beacon은 “위치 등을 알리기 위해 특정 신호를 지속적으로 

송출하는 기기”로, 애플이 iBeacon 규격을 발표 하면서 더욱 주

목 받고 있으며, 저전력화 및 소형화가 가능한 BLE (Bluetooth 

Low Energy) 기술이 사용되고 있다. 기본적인 동작원리는 

Beacon의 BLE 신호를 스마트 폰이 인식하여 (사용자의 의도적

인 태깅 과정 불필요) 정보를 서버로 전송하면, 서버에서는 설

정된 위치 안내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애플은 Beacon 데이터 프로토콜을 표준화한 iBeacon API를 

공개하여, Beacon Boom을 촉발하였으며, iBeacon 규격을 따

르는 제품을 검증하여, 인증마크 부여하고 있다[1]. 

구글은 사물에 고유 웹 주소(URL;Uniform Resource 

Locator)를 할당, Beacon이 정보를 송출하면 스마트 폰이 주

변 사물을 검색하여, 해당 웹 사이트에 접속하는 Physical Web

을 발표했다[2]. Physical Web은 “사물(Physical Object)”과 

“Web”을 연계하여 사물에 스마트한 기능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사물을 인식할 수 있는Web Browser를 구현하여, IoT(Internet 

of Things)를 실현을 앞당길 수 있는 기술이다. 일반 사물에 

Web Page 주소(URL)를 할당하고 이 URL 정보를 송출하는 

Beacon을 사물에 부착하여, 사용자가 사물의 고유 Web Page

로 쉽게 접속하도록 구현했다. 구글은Physical Web 구현을 위

한 Beacon 규격인 UriBeacon을 제정 중에 있으며, iBeacon 등 

복수의 규격을 수용할 수 있는 새로운 Platform(Eddystone)을 

공개했다[3].

기존에도 Wi-Fi/Zigbee 신호를 활용한 Beacon이 있었으나, 

상시 전원 공급이 필요하여 설치 장소 제약 및 설치 비용에 대

한 한계가 있었다.  반면, BLE 신호를 활용하면 저전력/소형화

가 가능한 Chip 및 Beacon(코인 배터리로 1년 이상 동작 목표)

을 개발할 수 있다. 소형 매장 주인이 저전력/소형화 Beacon

을 구입한 후, 실내 공간에 Beacon을 설치하면, 일반 사용자도 

Online Space와 Offline Space를 연결시키는 O2O 마케팅 서

비스 제공이 가능해지고 있다. 

보다 효율적인Beacon 기반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기지국/

Sensor 활용 측위 기술과 결합한 Geo-Fence 기능을 추가 적

용해야 한다. Geo-Fence 기능은 대상 서비스 지역에 가상의 

Geo-Fence영역을 설정하고, 해당 영역에 가장 적합한 위치 확

인 기술을 적용하여 단말기의 배터리 소모를 최적화하는 방식

이다. 예를 들어, Geo-Fence영역 밖에서는 상대적으로 저전

력 위치 확인이 가능한 기지국 방식으로 진입여부를 판단하고, 

Geo-Fence 영역 진입한 이후에는 BLE 신호로 정밀한 위치를 

그림 6. Beacon 서비스 제공 방식

그림 7. Physical Web 구현 시나리오

그림 8. GeoFence 활용 위치 인식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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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하는 방식이다. 또한, 단말 내 동작 감시 센서를 활용하여, 

움직임이 없는 경우에는 위치확인 기능을 동작시키지 않아 배

터리를 절감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적용해야 한다. 

 Beacon 활용 Indoor Location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저

전력 BLE Beacon이 대상 지역에 설치되고, Global 표준 BLE 

신호(iBeacon, UriBeacon등) 감지 GeoFence Agent가 사전에 

고객 단말에 탑재되어야 하며, 매장 정보를 추가/설정/삭제할 

수 있는 Service Platform이 갖춰져야 한다. 

Beacon은 현재 Retail 영역에서 O2O 마케팅을 위한 수단으

로 활용되고 있으며 향후 고성장 잠재력이 있는 자재/설비관

리, Wearable, Home Automation 등 Industry, 재난방재 및 

Home 영역까지 폭 넓게 활용될 것으로 예상된다[4].

 2. UWB 기반 Real Time Tracking 서비스

UWB(Ultra Wide Band) 기술은 Wi-Fi/Bluetooth 등 기존 

기술 (5~10m 정확도) 대비 정확도(1m이내 정확도) 수준을 획

기적으로 개선한 기술이나, 경제성이 부족하여 널리 활용되지 

않았다. 최근, 국제 표준 기술 (802.15.4a) 적용된 UWB Single 

Chip이 개발되고 있어, 소비전력 및 경제성이 지속적으로 개선

되고 있다[5]. 이에 따라, 초정밀 위치 확인이 필요한 서비스 중

심으로 UWB 기술이 다시 새롭게 주목을 받고 있다.

일반적으로 시스템은 현 위치에서 자신의 신호를 전송하는 

UWB Tag, 주변 UWB Tag 신호를 수신/전달하는 UWB AP 및 

UWB Tag 위치를 계산하는 서버로 구성된다. 서버에서는 3개 

이상의 UWB AP에서 수집/전달되는 UWB Tag 시간정보를 거

리로 환산하는 삼변측량 방식으로 UWB Tag 위치를 계산한다. 

UWB Tag와 UWB AP간의 거리를 계산하는 방식에는 

TWR(Two-Way Ranging)과 TDoA(Time Difference of 

Arrival)방식이 있다. TWR 방식은 UWB Tag와 주변UWB AP

간 상호 통신을 통해 RTT(Round Trip Time)를 계산하고, 이를 

거리로 환산하는 방식이다. TWR방식은 UWB AP들 간에 동기

를 맞출 필요가 없는 장점이 있으나, 위치 파악을 위해서는 반드

시 3개 이상의 UWB AP와 Message 전송을 해야 하기 때문에, 

Traffic 증가, 배터리 소모 및 측위 시간 지연 등의 단점이 있다.

반면, TDoA 방식은 서비스 대상 지역의 UWB AP들 간에 모

두 시간 동기를 맞춘 상태에서, UWB AP에서 UWB Tag 송신 

신호의 도달 시간 차이(Time Difference of Arrival)를 측정하

여 거리를 계산하는 방식이다. TDoA 방식은 UWB Tag가 주변 

UWB AP에게 신호를 단 한번만 전송하면 되므로, 제어 Traffic

이 획기적으로 감소하는 장점이 있다. 반면, UWB AP간에는 사

그림 9. Beacon 서비스 구성요소 및 역할

그림 11. UWB 시스템 구조

그림 12. Two Way Ranging 방식

 그림 10. Beacon 서비스 활용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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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에 유/무선망 등을 통해 시간 동기를 맞추어야 하므로, 유/무

선망 설치 비용을 추가해야 한다. TDoA 방식에서는 UWB AP

들간 시간 동기 정보 전송을 위해 별도 채널(예:유선 Ethernet)

을 설치하지 않고, 자체 UWB망을 활용하는 Wireless Time 

Synchronization 방식을 채택하기도 한다. 

UWB 기술은 사람/사물의 정확한 위치를 Tracking하고, 이

를 활용한 동선분석 및 고객 성향 분석을 통한 마케팅 전략 수

립에 활용할 수 있다. 또한, 고부가 가치 Asset(예: 자동차, 

Container, 신선물품 등)의 Real Time Tracking을 통해 산업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 그리고, 경기장에 UWB AP를 

설치한 후, UWB Tag을 착용한 선수들의 움직임을 분석하여 경

기력을 분석하는 Entertainment 산업 영역에도 활용 가능하다. 

3. 단말 내 센서 활용 정확도 향상 기술

스마트폰에 다양한 센서가 기본적으로 탑재되고 있어, 추가 

비용 없이 실내 위치 정확도를 향상 시킬 수 있다. 스마트폰에 

탑재되는 센서 중에 실내 측위 정확도 향상 및 실내 내비게이션 

서비스 제공에 활용 가능한 센서는 가속도, 지자기, 자이로, 기

압 센서 등이다. 

 동작인식 센서를 활용하는 측위 기술은 출발  기준점(기존 측

위 기술을 활용하여 획득)을 정한 뒤 어느 방향으로 얼마나 진

행했는가에 대한 상대적 변동값을 계산하는 기술이다. 기준점

으로부터 이용자의 움직임을 파악하여 위치를 추정하는 방식을 

보행자 추측 항법 (PDR;Pedestrian Dead Reckoning)기술이

라고 한다.  기존에 비행기나 선박에서 바람의 방향 및 속도 등

을 기반으로 하는 추측 항법(Dead Reckoning) 기술을 보행자 

그림 13. TDoA 방식

그림 14. UWB 기술 활용 서비스 사례

a) 박물관 관람객 동선 파악 및 성향 분석

b) Asset Tracking 활용(실내/외 서비스)

c) Sports Tracking 서비스 활용

그림 15. 단말 센서 활용 Positioning 기술

표 1. 스마트폰 센서 및 활용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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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점으로 적용한 개념이다.

 동작인식 센서 측위는 최초의 기준점에서 발생한 오차가 이

후의 측위 결과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초기 위치를 정확히 

파악, 보정하는 기술이 필수적이다. 또한, 센서만을 활용하여 

오랜 시간 동안 정확도를 유지하는 기술도 필요하다. 

내비게이션 서비스에도 터널 등 위성 신호를 수신할 수 없는 

환경에서 끊기지 않는 길안내 서비스를 제공하는데도 이 기술

이 활용되고 있다.위성으로 파악한 차량의 최종 위치를 기준점

으로, 센서(가속도 센서 등)로 파악한 이동 속도 및 방향을 바탕

으로 가상의 이동 경로를 계산하는 방식이다. 

또한, Qualcomm, Broadcom등 Chip 제조사는 기존 GNSS 

기술과 단말 센서 정보를 결합하여 위성 기반 Location 서비스

의 정확도를 높이고 있다.

 

Ⅳ. 결 론

전통적으로 Location 기술 및 서비스는 위성, 기지국, 근거

리 통신 등과 같은 무선 통신 기술을 활용하여 구현되어 왔다. 

Location 기술을 활용하는 서비스 및 시장이 성장함에 따라, 

Google, Apple등 Global 단말제조사, 인터넷사업자는 차별적

인 Location 기술/플랫폼을 활용하여 자사의 상품 경쟁력 강화

를 추진하고 있다. 정확하면서 비용효율적인 Location 기술은 

IoT서비스 경쟁력 향상을 위한 핵심적인 요소 기술이다. SK텔

레콤은 앞서 설명된 다양한 Location 기술 및 서비스의 진화/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진정한 사용자 가치 

향상에 기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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