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편집위원 : 신 요 안 (숭실대)

이상우, 김선우

한양대학교

실내 위치측위 기술 동향 및 전망

요 약 

본 고에서는 최근 각광받고 있는 실내 위치측위 기술의 연구 

동향을 설명하고, 향후 전망에 대해 분석한다. 스마트폰 및 태

블릿PC와 같은 상용 단말의 보급과 위치기반서비스 시장의 확

대에 따라 일반 사용자가 별도의 장비 없이 개인 단말을 이용하

여 사용자 자신의 위치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실내 측위기술에 

대해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WiFi 인프라 기반 기술과 단

말에 탑재된 관성항법장치 기반 기술에 대한 연구가 중점을 이

루고 있으며, 이 외에도 음향신호, 레이저, LED 기반 가시광 통

신, Bluetooth 등을 이용한 측위기술이 연구 중에 있다. 미래에

는 차세대 이동통신 기술의 도입으로 Heterogeneous 네트워크 

환경과 단말 간 직접 통신을 통한 무선애드혹네트워크 환경이 

구성될 것으로 전망하며, 이에 따른 미래 실내 측위기술에 대해 

간략히 기술한다.

Ⅰ. 서 론 

2000년대 후반부터 스마트폰을 중심으로 시작한 소형 IT 기

기(단말)의 보급은 현재에 이르러 한 사람이 여러 대의 단말

을 사용하는 1인 멀티 디바이스 시대를 개척하였다. 이와 맞물

려 사용자의 위치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는 위치기반서비스

(LBS: Location-Based Service) 시장 또한 급속도로 성장하

고 있다. 초기 LBS는 GPS(Global Positioning System)와 같

은 위성항법시스템을 통해 사용자의 위치정보 획득이 가능한 

실외공간에 한정되었지만, 현재는 서비스 가용 범위가 실내공

간으로까지 확대되고 있으며, 그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실내 LBS 수요 증가에 따라 실내공간에서 사용자 혹은 사물

의 위치를 측정/추정할 수 있는 실내 위치측위 기술의 중요성이 

날로 강조되고 있다. 이미 수년에 걸쳐 전 세계적으로 국가연구

소 및 대학연구소를 중심으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으며, 

기술 개발을 통한 상용화도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상용화에 성

공한 기술은 극히 일부분이며, 이마저도 시스템 구축 및 관리에 

많은 비용이 요구되기 때문에 특수 산업분야에만 적용되고 있

다[1]. 일반적으로 스마트폰 시대 이전에는 측위기술 개발에 필

요한 무선통신 인프라 및 하드웨어 부재로 인해 기술 연구가 주

로 학술적 단계에만 머물렀으나, WiFi 인프라 구축과 스마트폰 

보급 이후, 소규모 연구소에서도 적은 비용을 통해 연구개발뿐

만 아니라 기술 구현도 가능해짐에 따라 학술적/실험적 연구가 

병행되고 있다. 

WiFi 및 스마트폰 보급화는 상용 단말을 이용한 WiFi 기반 

실내 측위기술 연구에 방아쇠를 당기는 계기가 되었으며, 이

에 대한 연구는 지금까지도 활발하게 진행 중이다. 이 외에도 

UWB(Ultra-Wideband), Bluetooth, AM/FM 라디오 등 다양

한 무선통신 기반 측위기술이 연구개발 중이다. 그러나 실내공

간은 그 구조가 복잡하고, 사람 및 구조물의 유동성이 높기 때

문에 무선통신 환경 또한 매우 유동적인 특성을 지닌다. 불안정

한 무선통신 환경은 무선통신 기반 위치측위의 정밀도를 저하

시키는 가장 주된 요인이기에,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

이 소개되었지만, 여전히 정밀도 측면에서 많은 부족함을 보이

고 있다. 상용 단말에 다양한 센서 기능이 탑재됨에 따라 각 기

능의 특징을 이용한 측위기술 연구도 진행되어 오고 있다.

본 고에서는 최근 연구 중인 실내 위치측위 기술을 측위 방법

에 따라 분류하고, 그 연구동향을 기술한다. 이후 차세대 이동

통신 기술에 따른 미래 네트워크 환경과 그에 따른 향후 기술 

전망을 살펴본다. 

Ⅱ. 실내 위치측위 기술 동향

실내 위치측위 기술은 1990년대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활발

히 연구되고 있으며, AM/FM 라디오,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무선센서네트워크, 이동통신, WiFi 등 이미 널

리 알려진 무선통신 인프라에 기반을 두고 다양한 실내 위치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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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기술이 개발되었다. 스마트폰 및 태블릿PC와 같은 개인 무

선단말 보급 이전까지는 별도의 측위 목적용 무선단말을 통한 

기술 개발이 중점적이었으나, 보급 이후부터는 상용 단말을 이

용한 기술에 대해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최근에는 

무선통신 기술 외에 상용 단말 내부에 탑재된 마이크/스피커, 

관성항법장치(IMU: Inertial Measurement Unit)를 이용한 위

치측위 기술에 대한 연구도 진행되고 있다. 본 장에서는 실내 

위치측위 기술 동향에 대해 소개한다.

2.1. 거리정보 기반 (삼변측량) 기술

거리정보기반(Range-based) 기술은 무선통신 기반 위치측

위 기술 중 가장 널리 알려진 기술로, 자신의 위치가 정확하게 

알려진 앵커/기지국/AP(Access Point)와 위치를 모르는 단말 

간 거리정보를 바탕으로 삼변측량법을 이용하여 단말의 위치를 

찾는 기술이다[2]. 예를 들어, <그림 1>과 같이 단말로부터 앵

커 1까지의 거리가 , 앵커 2까지의 거리가 , 그리고 앵커 3

까지의 거리가 이라면, 단말의 위치는 각 앵커를 중심, 각 거

리를 반지름으로 하는 원의 교점으로 찾을 수 있다. 삼변측량을 

통해 단말의 위치를 찾기 위해서는 2차원 공간의 경우에 최소 3

개 이상, 3차원 공간의 경우에 최소 4개 이상의 앵커가 필요하

다. 이는 차원의 크기보다 원의 수가 작거나 동일한 경우에는 

하나 이상의 교점이 생기기 때문이다.

따라서 거리정보 기반 측위 기술에서는 단말과 앵커 간 거리

정보를 정밀하게 측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단말과 앵커 간 

거리는 앵커 혹은 단말로부터 송신되는 무선신호의 세기 및 무

선신호의 전파지연시간 측정을 통해 계산할 수 있다. 일반적으

로 무선신호의 세기와 거리 간 관계는 수식 (1)과 같은 경로감쇠 

모델로 정의할 수 있다[3].

                    (1)

는 수신신호의 세기, 는 참조거리 에서의 수신신호 세

기, 는 경로감쇠지수, 그리고 는 단말과 앵커 간 거리다. 실

내 측위 시스템 구축과정에서 각 앵커에 적합한 , 와 를 

미리 찾고, 이후 단말이 앵커로부터 수신하는 신호의 세기 

를 수식 (1)에 대입함으로써 해당 앵커까지의 거리를 찾을 수 있

다. 2000년대 후반까지 경로감쇠 모델을 이용한 거리 측정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졌다. 그러나 무선신호의 세기는 거

리뿐만 아니라, 실내공간의 구조, 사람, 사물, 온도, 습도 등 다

양한 요소에 의해 영향을 받기 때문에 경로감쇠 모델을 이용한 

거리 측정은 정확도에 한계를 보인다[4][5]. 이에 현재는 무선

신호 세기를 거리로 환산 후, 위치를 측정하는 거리정보 기반 

기술보다는 위치에 따른 무선신호 세기의 특성을 고려하여 단

말의 위치를 찾는 Fingerprinting 기술을 중점으로 연구가 진

행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2.2장에서 설명한다. 

대기 중에서 무선신호는 빛의 속도(3×108 m/s)로 이동한다. 

따라서 단말과 앵커 간 거리는 무선신호가 송신기(앵커 또는 단

말)에서 출발하여 수신기(단말 또는 앵커)까지 도달하는데 소요

된(전파지연) 시간과 빛의 속도의 곱으로 계산할 수 있다. 일반

적으로 실내공간에서 앵커와 단말 간 무선신호의 전파지연시간 

측정은 RTT(Round-Trip Time)을 통해 이루어진다. RTT는 

송신기에서 무선신호를 전송하는 시점으로부터 수신기가 해당 

신호를 수신한 이후에 다시 송출하여 송신기에 도달하는 시점

까지의 시간을 의미한다. 무선신호가 동일한 경로를 이동했다

는 가정 하에 앵커와 단말 간 전파지연시간은 RTT의 절반으로 

계산할 수 있다. 원리가 간단하여 큰 제약 없이 다양한 무선통

신 인프라에 적용이 가능한 기술이다. 하지만, 현재 실내공간에

서 많이 사용되는 WiFi 네트워크에서는 AP(앵커)의 RTT 측정 

기능의 부재로 인하여 RTT 기반 기술 적용을 위해서는 네트워

크에 별도의 서버를 설치하여야 하며, 정밀한 RTT 측정을 위해

서는 측정한 RTT 내 네트워크 지연시간 제거가 필수적이다. 이

러한 이유로 인해 Intel 社에서는 RTT 측정 기능이 부가된 AP 

개발을 통한 기술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6]. 

거리정보 기반 측위 기술에는 수신신호의 세기 및 전파지연시

간을 이용한 거리 측정 기술 외에도 무선신호가 단말로부터 서

로 다른 위치의 두 앵커 혹은 두 앵커에서 동시에 송신된 무선신

호가 단말에 도달하는 전파지연시간 차이와 수신신호 입사각 측

정을 이용한 기술이 있다. 전파지연시간 차이는 단말과 두 앵커 

사이의 거리 차이로 변환이 가능하며, 두 앵커의 위치와 거리 차

이에 따라 단말의 위치는 두 앵커를 초점으로 하는 쌍곡선으로 그림 1. 삼변측량을 이용한 위치측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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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할 수 있다. 다양한 앵커 쌍으로부터 여러 개의 쌍곡선이 그

려지게 되며, 앞서 <그림 1>을 통해 설명한 바와 같이 쌍곡선의 

교점을 단말의 위치로 판단한다. 입사각 기반 기술은 단말의 위

치가 앵커를 지나는 직선으로 정의되며, 마찬가지로 여러 앵커

를 기준으로 그려지는 직선의 교점을 단말의 위치로 측정한다. 

많은 무선통신 기반 측위 기술이 거리정보에 기반을 두고 개

발되었다. 그러나 실내공간에서 무선신호는 벽, 물체 등에 의해 

산란, 반사되어 다중경로를 통해 이동하며, 다중경로 신호는 실

제 단말과 앵커 간 거리보다 먼 거리를 이동하고, 원신호와 다

른 방향성을 지니기 때문에 정확한 거리정보 획득이 어렵다. 이

러한 한계로 인해 현재는 거리정보 기반 실내 측위 기술에 대한 

관심이 많이 수그러들었다. 

UWB 기반 측위 기술은 500 MHz 이상의 초광대역으로 무선

신호를 전송하기 때문에 다중경로에 강인한 특성을 지니며, cm 

단위의 초정밀 위치측위가 가능하다. Ubisense 社의 측위 솔루

션[1]은 현재 여러 산업체에서 사용 중인 가장 대표적인 UWB

기반 기술이며, 전파지연시간 차이와 입사각 정보를 사용한다. 

UWB 기반 측위 기술은 무선통신 기반 실내 측위 기술 중 가장 

높은 정확도를 가지지만, 다른 기술에 비해 고가의 장비(센서 

당 수백만 원, 실내공간 크기와 복잡도에 따라 수십 개의 센서 

필요)를 요구하며, 시스템 구축 복잡성이 높다는 단점이 있다. 

ASSIST[7]는 음향신호를 이용한 전파지연시간 차이 기반 측위 

기술로, 음향신호는 무선신호보다 느린 속도(상온에서 약 340 

m/s)로 이동하기 때문에 다중경로에 의해 야기되는 거리 측정 

오차를 완화시킬 수 있다. 이외에도 LRS(Laser Range Scan-

ner)을 이용한 전파지연시간 기반 측위 기술이 있다[8]. 이 기술

은 LRS로부터 방출된 고정밀 레이저 신호가 보행자 혹은 이동

체에 맞고 반사되어 오는 시간 측정을 통해 이동체의 위치 및 이

동경로를 측정한다. UWB 기반 기술과 마찬가지로 cm 단위의 

정밀 측위가 가능하지만, 인구밀도가 높은 환경에서 개개인의 

위치 구별이 어렵다.

2.2. Fingerprinting (패턴인식) 기술

Fingerprinting 기술은 미리 위치를 알고 있는 여러 참조위

치에서 WiFi, Bluetooth 또는 AM/FM 라디오의 기지국으로부

터 수신하는 신호의 세기를 측정하여 라디오 지도(radio map)

를 구성하고, 이후 단말이 수신하는 신호의 세기와 라디오 지도

에서 가장 유사한 신호세기 특성을 갖는 참조위치를 단말의 위

치로 판단하는 패턴인식 기술이다. Fingerprinting 기술은 참

조위치 간 간격이 세밀할수록, 설치된 무선네트워크 기지국의 

수가 많을수록 높은 정확도를 보인다. 이미 실내공간에 많은 수

의 WiFi AP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WiFi 기반 Fingerprint-

ing 기술은 별도의 인프라 또는 장비 없이 상용 단말만으로 위

치측위가 가능한 기술로 각광받고 있다. 이에 실내 측위 연구 

대다수가 WiFi 기반 Fingerprinting 기술에 중점을 두고 있다

[4][5][9][10][11].

그러나 수신신호 세기의 특성(무선통신 환경)은 실내 인구 및 

구조물의 이동과 온도, 습도 등 환경요소의 변화, 그리고 무선

단말의 종류와 단말상태의 차이에 따라서 변한다[4][5]. 그렇기 

때문에 동일한 지점에 위치하더라도 라디오 지도에 저장된 수

신신호 세기와 현재 단말이 측정한 수신신호 세기는 전혀 다른 

특성을 가질 수 있으며, 측위 단계에서 현재 단말의 위치와 무

관한 참조위치를 단말의 위치로 판단하게 된다. <그림 3(a)>와 

<그림 3(b)>에서 격자는 참조위치를, 격자 내부 색은 인근 기지

국으로부터 수신하는 신호의 세기를 나타낸다. <그림 3(c)>와  

<그림 3(d)>는 신호세기 특성 변화 여부에 따른 Fingerprint-

ing 측위 결과 예제를 보인다.  <그림 3(c)>와 같이 신호세기 특

성 변화가 없는 환경에서는 실제위치에 근사한 참조위치를 선

택하여 정밀한 측위가 가능하며, 반대로 그 특성이 상이한 경우

에는 <그림 3(d)>와 같이 실제위치와 무관한 참조위치를 선택

하여 측위오차가 발생한다.

수신신호 세기 변화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크

게 두 가지로 나뉜다. 현재 여러 단말이 측정한 수신신호 세기

를 이용하여 라디오 지도 내 신호세기 정보를 갱신하는 방법이 

있으며[12][13], 다른 방법으로는 라디오 지도와 현재 측정 신호

세기 간 차이 관계를 도출하여 서로 상호호환이 가능하도록 하

는 교정법(calibration)이 있다[5][14]. 

본 고에서는 교정법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교정법의 원리

는 간단한 1차원 수식으로부터 출발한다. 라디오 지도 내 신호

세기를 , 현재 단말이 측정한 신호세기를 라고 할 때, 두 신

호세기 사이의 관계는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다[4][5][14].

                             (2)

그림 2. ASSIST: 스마트폰 스피커를 이용한 전파지연시간 차이 기반 측위[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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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식 (2)에서 와 는 환경적 요소, 단말의 종류 및 상태 변화 

등에 따른 신호세기 특성 변화를 나타내는 변수이다. 따라서, 

세기특성 변화 변수를 도출하면, 을 로(또는 을 로) 변환 

가능하며, 변환된 정보와 라디오 지도를 이용하여 단말의 위치

를 찾을 수 있다. 가장 기본적인 교정법은 수동(manual) 교정

법으로, 측위 단계에 앞서 라디오 지도 내 신호세기와 새로 측

정한 신호세기를 비교하고, 최소자승법과 같은 추정 기법을 사

용하여 신호세기 변화 변수를 찾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

은 많은 양의 측정 데이터를 요구하기 때문에 일반 사용자가 사

용하기 어렵다. 수동 교정법의 단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단말의 위치를 찾는 동시에 변환 변수를 도출하는 자가(self) 교

정법에 대한 연구도 진행되고 있다[5].

2.3. Proximity 기반 기술

Cell ID 기술은 Proximity 기반 기술을 대표하는 기술이다. 

Cell ID는 무선통신망 내 기지국마다 할당된 고유 번호를 의미

하는 것으로, Cell ID 측위 방식은 단말이 접속해있는 기지국의 

위치를 단말의 위치로 판단하는 기술이다. WiFi 네트워크의 경

우, AP의 인터넷 프로토콜(IP: Internet Protocol) 주소 또는 

MAC(Media Access Control) 주소를 Cell ID로 사용함으로써 

단말의 위치를 찾을 수 있다. 이 기술은 여러 측위 기술 중 복잡

성이 가장 낮은 기술이지만, AP 혹은 기지국 커버리지/셀(통신 

가능 영역)의 크기가 클수록 단말의 위치 가능 영역이 넓어지기 

때문에 측위 정밀도가 낮아진다는 단점이 있다. 기지국의 커버

리지가 수십 m 혹은 그 이상에 이르는 경우에 낮은 측위 정확도

로 인하여 Cell ID 기술은 단독으로 사용되지 않고, 다른 측위기

술과 융합하여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15].

LED(Light Emitting Diode)의 뛰어난 에너지 효율과 긴 수명

으로 인하여 LED 시장은 교통신호, 가로등, 자동차 등 외에 기

존 백열등이 자리잡고 있던 실내 조명시장까지 확산되고 있다. 

동시에 LED 조명을 통신인프라로 사용하는 가시광 통신도 각

광을 받고 있다. 가시광 통신은 사람의 눈이 인지하지 못할 정

도로 LED를 빠르게 깜박이도록(on/off) 함으로써 데이터 통신

과 조명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도록 한다. 이러한 특징을 이용

하여 <그림 4(a)>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각각의 LED 조명에 고

유 번호를 부여하고, 가시광 통신 단말이 LED 조명의 고유 번

호를 인지함으로써 위치를 찾는 가시광 통신 기반 Cell ID 기술

에 대해서도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16][17]. 가시광 통

신 기반 Cell ID 기술은 빛의 직진성에 의존하기 때문에 하나의 

LED 조명이 커버하는 셀의 크기가 기존 무선통신 기지국의 셀

에 비해 매우 작다. 그렇기 때문에 무선통신 기반 Cell ID 기술

에 비해 cm 단위의 높은 정확도를 갖는다. 이 외에 RFID, 적외

선 통신, QR 코드를 이용한 Cell ID 기술도 마찬가지로 cm 단

위의 높은 정확도를 보이지만, 반대로 보다 세밀한 인프라 설비 

요구가 크다는 단점이 있다[18][19][20].

또 다른 Proximity 기반 기술로 Range-free 방식의 측위 기

술이 있다[21][22]. 본래 Range-free 기술은 무선센서네트워

크에서 사용되는 네트워크 측위 기술로, 아직까지 실내 위치측

(a) 라디오 지도 (b) 현재 측정 신호세기 특성

(c) 신호세기 특성 변화가 없는 경우:

라디오 지도와 현재 측정하는 신호세기 특성 동일

(d) 신호세기 특성 변화가 있는 경우:

라디오 지도와 현재 측정하는 신호세기 특성 상이

그림 3. 라디오 지도와 신호세기 특성 변화에 따른 Fingerprinting 기반 위치측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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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분야에서는 생소한 기술이다. 차세대(B4G/5G) 이동통신망

에서 Bluetooth 또는 WiFi Direct와 같은 무선단말 간 직접 통

신(D2D: Device-to-device) 기술이 표준으로 논의되고 있다. 

이에 가까운 미래에는 D2D 기반 무선애드혹네트워크 환경이 

실내공간에 구성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Range-free 

기술은 인프라 설비에 대한 요구 및 시스템 복잡성이 매우 낮

기 때문에 새로운 미래형 실내 측위 기술로 고려되고 있다[23]. 

Range-free 기술에 대해서는 Ⅲ장에서 다시 설명하고자 한다.

2.4. Dead Reckoning (항법장치) 기술과

융합 위치측위 기술

DR(Dead Reckoning) 기술은 단말 내부에 탑재된 관성항법

장치(가속도, 자이로, 지자기, 기압센서 등)를 이용한 측위 기술

로, 이미 로봇시스템 분야에서 오랜 기간 동안 연구되어 온 기

술이다. 최근 스마트폰 및 태블릿PC에도 게임 및 유저인터페이

스 등의 목적으로 관성항법장치가 탑재됨에 따라 상용 단말을 

이용한 DR 측위 기술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DR 기술의 기본 원리는 관성항법장치를 통해 일정 시간 동

안 단말(사용자)이 이동한 거리 및 방향을 측정하고, 이를 단말

의 과거 위치에 합함으로써 현재 위치를 추정하는 것이다. 따라

서 얼마나 정확하게 이동거리 및 이동방향 정보를 획득하냐에 

따라 DR 기술의 성능이 결정된다. 그러나 현재 상용 단말 내부

에 탑재된 관성항법장치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오차가 누적되

는 문제를 갖고 있다. 관성항법장치 오차는 곧 위치측위 오차에 

반영되기 때문에 DR 기술은 주기적으로 오차를 제거할 수 있는 

과정이 필요하다. 최근에는 DR 기술을 단독으로 사용하기 보다 

다른 측위 기술과의 융합을 통해 관성항법장치 내부 오차를 제

거하고, 동시에 DR 기술을 통해 다른 측위 기술의 단점을 보완

할 수 있는 융합 측위 기술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24]. 

대표적인 예로 Fingerprinting 기술과 DR 기술 융합을 들 수 

있다. 현재 상용 단말은 전력소모 문제로 인하여 인근 WiFi AP

로부터의 신호세기를 측정하는데 평균 4초 이상의 시간이 소요

되기 때문에 실내 네비게이션과 같이 신속성이 요구되는 LBS

에 적용이 어렵다. 또한, 신호세기는 주위환경 변화에 매우 민

감하여 측위결과 자체가 불안정하다. DR 기술은 Fingerprint-

ing 기술과는 달리 실시간으로 단말의 이동상태 정보를 추출해

냄으로써 지속적인 위치 추적과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측위결과 

그림 4. Cell ID 기반 실내 측위기술

(a)	가시광	통신	기반	Cell	ID	측위

(b)	QR	코드	기반	Cell	ID	측위

그림 5. 다양한 형태의 네트워크가 존재하는 Heterogeneous 네트워크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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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득이 가능하다. 그러나 DR 기술의 측위 정확성은 시간의 흐

름에 따른 관성항법장치의 오차 누적으로 크게 저하될 수 있다. 

Fingerprinting과 DR 융합 기술에서는 각 기술의 단점을 상호 

보완함으로써 신속하면서 주위환경 및 장치 오차에 강인한 특

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한다. 현재 칼만필터 및 파티클필터와 같

은 추정기법을 이용한 기술 융합에 대한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

고 있다[24][25][26].

Ⅲ. 향후 전망

LTE-A 및 차세대 이동통신망(B4G, 5G)에서는 셀 커버리지 

확장, 실내외 일정한 QoS(Quality of Service) 보장, 통신시스

템 성능 향상 등의 목적을 위해 기존 수 km 단위 혹은 수백 m 

단위의 커버리지를 갖는 Macro/Micro 셀 외에 커버리지가 수

십 m에서 수백 m 정도인 셀 설치를 고려하고 있다. 이처럼 커

버리지가 작은 셀을 Small 셀이라고 하며, 앞으로 모바일 사용

자 수와 데이터 트래픽 증가에 따라 Small 셀의 수는 급증할 것

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가까운 미래에는 다양한 Small 셀 설

치에 따라 여러 형태의 무선네트워크가 공존하는 Heteroge-

neous 네트워크 환경<그림 5>이 구성될 것이다. 

현재의 WiFi 기반 Fingerprinting 기술 확장을 통해 향후 실

내 측위기술로 사용할 수 있지만[27], 앞서 명시한 바와 같이 

여전히 신호세기 특성 변화에 대한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 현

재는 단일 WiFi 네트워크 환경만을 고려하기 때문에 환경적 요

소, 단말의 종류 및 상태 변화 등에 따른 신호세기 특성 변화가 

모든 WiFi AP에 대해 동일하다고 가정한다. 그리고 수식 (2)에 

따라 한 쌍의 와 를 도출함으로써 신호세기 특성 변화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5][14]. 그러나 Heterogeneous 네트워

크 환경에서는 네트워크 AP 혹은 Small 셀 기지국의 위치, 전

송파워, 주위환경 요소 차이 등에 의해 각 기지국마다 신호세기 

특성 변화가 상이할 수 있다. 따라서, 향후 Fingerprinting 기

술 적용을 위해서는 각 네트워크 혹은 각 기지국마다 적합한 변

화 변수를 도출할 수 있는 기술이 필요하다[28].

또한, 차세대 이동통신망에서는 Small 셀뿐만 아니라, Blue-

tooth 또는 WiFi Direct와 같이 기지국을 거치지 않고 단말과 

단말 간 직접 통신이 가능한 D2D 통신기술이 주요 통신기술로 

자리잡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29]. D2D 기술은 기존 인프라에 

독립적으로 운용 가능하기 때문에 D2D을 이용한 측위기술 개발

은 시스템 구축 및 관리에 대한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으며, 넓

고 복잡한 실내공간에서 높은 효율성을 기대할 수 있다[24]. 

D2D 기반 측위기술로는 네트워크 측위기술인 Range-free 

기술이 적합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Range-free 기술은 단

말 간 홉(hop) 수를 이용하여 앵커와 단말 간 거리를 추정하

며, 거리정보 기반 측위기술에서와 같이 삼변측량을 통해 단말

의 위치를 찾는다. 여기서 홉 수란, 앵커로부터 단말까지 데이

터 패킷을 전송하는 과정에 있어 몇 번의 전송이 이뤄졌는지를 

의미한다. <그림 6>에서 앵커1의 패킷은 단말A에 도달하기까

지 한 개의 중간단말(중계기)을 거치게 된다. 따라서, 단말A는 

앵커1로부터 2 홉 거리에 위치한다고 얘기한다. 홉 수를 이용한 

앵커와 단말 간 거리 추정 방법은 다음과 같다. 우선 각 앵커 혹

은 단말에서 한 홉의 평균 거리를 계산하고, 한 홉의 평균 거리

를 앵커와 단말 간 홉 수에 곱함으로써 그 거리를 계산할 수 있

다. 예를 들어서, 각 앵커는 자신을 제외한 다른 앵커까지의 거

리 대비 홉 수 비율을 통해 홉 당 평균 거리를 계산할 수 있다. 

                             (3)

여기서 와 는 앵커 인덱스, 는 앵커 의 홉 당 평

균 거리, 와 는 각각 앵커 와 앵커  간 거리와 홉 수

를 나타낸다. 수식 (3)에 의한 앵커 1의 홉 당 평균 거리는 

 이다. 따라서 앵커 

1로부터 2홉 거리에 위치한 단말A는 앵커 1로부터 30 m거리에 

위치한다고 계산할 수 있다. 

그러나 실내 구조물, 인구 밀도 등에 의해 앵커와 단말 사이

의 중간단말이 불규칙하게 위치한 경우에 앵커와 단말 간 홉 

수가 기대 이상으로 증가하게 되며, 홉 수 증가로 인해 단말

은 앵커로부터 실제보다 멀리 위치한다고 판단하게 된다(다중

경로에 따른 전파지연시간 증가와 유사). 따라서 실내공간에서 

Range-free 기술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홉 수 증가에 따른 거

리추정 오차를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기술이 필수적으로 요구

된다[22][23].

그림 6. D2D 통신 기반 Range-free 측위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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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결 론 

본 고에서는 실내 위치측위 기술 동향과 전망을 분석하였다. 

실내 위치측위 기술을 측위 방법에 따라 거리정보 기반 기술, 

Fingerprinting 기술, Proximity 기반 기술, DR 기술, 융합 위

치측위 기술로 분류하고, 각 분류 별 대표 실내 측위 기술에 대

해 설명하였다. 상용 단말을 이용한 측위 기술 대다수는 WiFi 

인프라와 단말 내부의 관성항법장치를 사용하며, 이 밖에도 단

말의 위치추정을 위해 카메라, 스피커, D2D 통신(Bluetooth 또

는 WiFi Direct)을 사용한다. 전자부품의 소형화로 인해 미래

에는 보다 다양한 센서 장치가 단말 내부에 탑재될 것이며, 이

뿐만 아니라 차세대 이동통신망 계획에 따른 Small 셀 설치와 

D2D 네트워크 구성은 실내 위치측위 분야에 새로운 패러다임

을 불러올 것이다. 이에 다양한 특성의 정보를 한 되 융합할 수 

있는 기반기술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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