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논문 17-42-02-18 The Journal of Korean Institute of Communications and Information Sciences '17-02 Vol.42 No.02
https://doi.org/10.7840/kics.2017.42.2.413

413

음 와 RF를 이용한 실내 측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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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은 실내에서 치를 측정하기 해 음 와 RF 기반의 실내 측  시스템을 제안한다. 기존의 실내 측

 방안은 시간 동기화, 시스템의 복잡도, 측 의 정확성 등의 문제가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해 음

와 무선주 수(RF)를 이용한 송수신 시스템을 제안한다. 송신시스템은 한 의 음  송신기와 RF 송신기로 구

성하고, 수신시스템은 복수의 음  수신기들과 하나의 RF 수신기로 구성한다. 한, 제안된 시스템이 가질 수 

있는 성능의 한계를 수학 으로 분석하 다. 제안된 시스템은 시뮬 이션뿐만 아니라 아두이노 모듈을 이용하여 

실제 시스템을 제작하여 측  성능을 평가하 다. 실내 공간 2m×2m×2m에서 25개 지 의 치를 측정한 결과, 

평균 6.1cm, 표 편차 1.6cm의 성능을 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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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paper, we propose a ultrasonic and RF-based indoor localization system. In previous work, various 

systems were proposed for indoor localization, but they have limitation in applicability due to 

time-synchronization, complexity, or accuracy. To overcome such problems, an indoor localization system with 

ultrasonic and RF is proposed. A transmitting system is composed of a pair of ultrasonic and RF transmitters 

and the receiving system is composed of multiple ultrasonic receivers and one RF receiver. The theoretical 

performance limitation is also analyzed. To verify localization performance, we have implemented a receiving 

systems and a transmitting system using Arduino modules. Experiments were performed in 2m×2m×2m space and 

the localization errors had a mean of 6.1cm and a standard deviation of 1.6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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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최근 실내 공간이 형화되고 복합공간들이 조성됨

에 따라 다양한 치기반 서비스가 개발되고 있다[1]. 

이와 더불어 과거 실외 공간에서 주로 다루어졌던 측

 기술이 실내나 제한된 공간에서도 필요하게 되었

다
[2]. 실내 측  기술이란 실내 공간에서 상의 치

를 측정하는 기술을 말한다. 실내 측  기술은 건물 

내 소형 공간을 구분하는 정도의 기술을 시작으로, 궁

극 으로는 실내에 배치된 각종 사물의 정확한 치 정

보를 획득하는 기술 구 을 목표로 한다. 재 실내 측

 기술은 실내 내비게이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등

의 민간분야 이외에도 물류, 스포츠, 의료, 긴 구조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 용되어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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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  기술은 가용 서비스 역에 따라 실외 측  

기술과 실내 측  기술로 분류된다. 표 인 실외 측

 기술에는 GPS(Global Positioning System)[3], Cell 

기반 측  시스템
[4] 등이 있다. GPS는 복수의 인공

성에서 발신하는 마이크로 를 수신하여 치를 결정

하는 시스템이다. GPS 치 측정은 범 한 지역을 

상으로 3∼5m의 오차 범 를 가진다
[5]. GPS의 

치정보는 군용, 항해용 항법서비스, 차량용 연속 측

와 같이 다방면에서 활용되지만, 실내에서는 GPS 신

호 수신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주로 실외에서만 사용

되어 왔다. Cell 기반 측  시스템은 기지국과 단말기 

간의 무선통신 신호를 이용하여 거리를 측정하고, 삼

각측정법으로 치를 추정하는 시스템이다. 스마트폰

이 화되면서 실외에서는 이미 무선통신 기반의 

측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하지만 다 경로

(Multipath) 등의 환경에 의해 수 m의 거리 오차

가 발생하여 실내에 용하기 어렵다는 단 이 있다. 

이러한 한계  단 을 극복하기 해 실내 공간에서 

용 가능한 새로운 방식의 측  기술이 요구되었다.

실내 공간을 상으로 치를 측정하기 해서  

WLAN(Wireless Local Area Network)
[6], UWB 

(Ultra Wide Band)
[7], 외선[8], 음 [9] 등의 다양한 

실내 측  기술이 제안되었다[1012]. 이들 기술은 실내 

공간의 특징, 측  인 라 구축의 난이도 등에 따라 

측  가능 범 와 측  정확도에서 여러 차이를 보인

다
[13]. WLAN은 무선주 수(RF : Radio Frequency)

의 신호의 신호 세기를 측정하여 신호 감쇠에 따른 신

호 달 거리를 계산하는 방식이다. 신호 세기를 이용

하여 치를 추정하기 때문에 장애물에 의한 신호 차

단에서 자유롭지만, 환경에 따라 신호 세기가 불안정

하여 수 m 단 의 낮은 측  정확도를 가진다. UWB

는 단거리에서 력, 용량 데이터 송을 해 매

우 넓은 주 수 역에 걸쳐 신호를 송하는 방식이

다. UWB는 WLAN과 마찬가지로 무선주 수를 이용

하여 치를 추정하는 기술로서 신호의 왕복 시간을 

측정하여 거리를 계산한다. UWB의 주 수 특징을 이

용하면 WLAN보다 상 으로 정확한 치 측정이 

가능하지만 매우 정 한 치 측정은 어렵고, 반사된 

신호의 비행시간만큼 측  시간이 지연된다. 외선 

기반 측  기술은 실내 곳곳에 설치된 외선 센서를 

이용하여 치를 추정하는 방식이다. 수신한 신호의 

각도 정보를 기반으로 최  수 cm 단 의 치측정이 

가능하지만, 고정된 외선 센서의 치정보를 획득하

는 과정에서 측  오차가 될 수 있으며, 직사 선 

등의 환경 요인에 의해 신호의 성능이 하되는 경우

가 있다. 음  기반 측  기술은 속도가 빠른 

RF 신호와 상 으로 속도가 느린 음  신호 

간의 속도차이를 이용하여 치를 추정하는 방식이다. 

음  기반 측  기술은 다른 측  기술에 비해 수 

cm 단 의 높은 측  정확도 구 이 가능하기 때문에 

정 한 측 에 가장 합한 기술이다. 하지만 외선 

기반 측  기술과 마찬가지로 고정된 음  센서의 

치정보를 알아야 하고, 송수신기 간의 시간 동기화

를 해 추가 인 센서가 필요하다.

본 논문은 기존의 음  기반 측  기술에서 시간 

동기화를 한 센서의 개수 문제를 개선하고, 고정된 

센서의 치정보에 의한  오차를 최소화하는 측

 시스템을 제안한다. 기존의 음  기반 측  기술

은 음  신호의 공기  속도에 근거하여 거리

를 측정하기 때문에 음  신호와 RF 신호의 시간 

동기화가 필수 이다. 음  기반 측  기술에서 송

수신기 간의 시간 동기화를 해서는 음  센서의 

개수에 응하여 RF 센서가 필요하고, 이는 시스템의 

복잡도를 높이는 근본 원인이 된다. 한, 기존의 

음  기반 측  기술은 사 에 알고 있는 고정된 음

 센서의 치를 바탕으로 치를 추정한다. 하지만 

고정된 음  센서의 치를 측정하는 과정에서 

된 측  오차는 측  시스템의 정확도를 낮추게 된

다. 본 논문은 RF 신호의 속도가 매우 빠르다는 

을 이용하여 음  기반 측  시스템에 필요한 RF 

센서의 개수를 1개로 최소화함으로써 시스템 복잡도

를 최소화시키는 방안을 제안하 다. 한, 1개의 RF 

센서를 심으로 치측정 정확도를 최 화할 수 있

는 음  수신기 배치를 통해, 기존의 음  기반 

측  시스템에 비해 되는 측  오차를 최소화시

키는 방안을 제안하 다.

Ⅱ장에서는 기존의 실내 측  시스템의 일반 인 

모델을 정의하고, 치측정에 필요한 여러 가지 기술

들에 해 간략히 설명한다. Ⅲ장에서는 음  기반 

측  시스템에서 RF 센서의 개수를 최소화한 방안을 

제안하고 이와 함께 고려해볼 만한 문제들에 해 기

술한다. Ⅳ장에서는 제안 방안을 바탕으로 수행한 시

뮬 이션  실험에 한 설명과 실험 결과에 한 분

석을 논한다. Ⅴ장에서는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제안 

방안에 한 결론을 내린다.

Ⅱ. 실내 측  시스템

실내 측  시스템은 크게 신호의 특징을 이용하여 

거리를 측정하는 기술과 측정된 거리 정보를 바탕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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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시스템 모델
Fig. 1. System model

로 치를 추정하는 기술로 구성된다. 본 장에서는 기

존 실내 측  시스템의 일반 인 시스템 모델을 정의

하고, 치측정에 보편 으로 사용되는 기술들에 해 

간략히 설명한다.

2.1 시스템 모델

치 측정은 ××  크기로 정의되는 직

육면체 공간 에서 이루어진다. 는 측  시스템을 

포함하고 신호의  경로를 차단하는 장애물이 존

재하지 않는 환경을 고려한다. 측  시스템은 단일 송

신기가 복수의 수신기를 향해 신호를 발신하는 능동 

방식과 복수의 송신기가 단일 수신기를 향해 신호를 

발신하는 수동 방식이 있다[14]. 본 논문에서는 능동 방

식을 고려한다. 개의 수신기는 의 내부에 그림 1

과 같이 임의로 배치되며 고정된 치를 갖는다.

번째 수신기의 치를    
, 송신기의 

치를   와 같이 정의한다. 와  사이

의 거리 는 다음 식 (1)과 같다. ∥ ∥는 벡터의 크

기(Norm)를 나타낸다. 

 ∥ ∥ (1)

  

는 TOA(Time of Arrival)[15], TDOA(Time 

Difference of Arrival)[16], AOA(Angle of Arrival)[17] 

등의 다양한 거리 측정 기법들을 이용하여 구할 수 있

다. 이  음  기반 측  시스템에 주로 사용되는 

기술은 TOA 기법이다. 본 논문에서는 TOA 기법을 

이용하 으며 이에 한 설명은 2.2 에서 다룬다.

거리 측정 기법을 이용하여 측정된 거리 와 이미 

알고 있는 고정 좌표 의 정보를 바탕으로 다음 식 

(2)를 세울 수 있다. 










 

 
  




 

 
  



⋮


 
  

  


(2)

  

식 (2)을 연립하여 해를 구하면 송신기의 좌표를 얻

을 수 있다. 이와 같은 연립 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방

법은 2.3 에서 설명한다.

2.2 TOA 거리 측정 기법

TOA 기법은 신호의 속도와 비행시간을 바탕

으로 거리를 계산하는 방법이다. 주로 속도가 서

로 다른 두 신호의 수신된 시간 차이를 이용하여 거리

를 측정한다. 신호의 비행시간을 측정하기 해서 두 

신호  속도가 더 빠른 신호가 송수신기 간의 시

간 동기화 역할을 한다. 두 신호의 속도를 , 

라고 하고 송수신기 사이의 거리를 라고 할 때, 신호

의 비행시간 는 다음 식 (3)과 같다. 

∆  




(3)

  

수신기에서는 두 신호가 수신된 시간 차이를 측정

하여 신호의 비행시간을 알아내고, 두 신호의 속

도에 근거하여 다음 식 (4)와 같이 송수신기 사이의 

거리를 계산한다.

 


∙∆ (4)

2.3 치 추정 기술

  치 추정 기술에는 선형  근법
[18]과 비선형

 근법[19]이 있다. 선형  근법은 주어진 연립 방

정식을 선형화시킨 후에 선형 최소제곱법으로 해를 

근사 으로 구하는 방식이다. 선형화를 해 식 (2)를 

다음 식(5)와 같이 재조합한다. 

   

 



 

 
   

(5)

  

는 번째 고정 좌표와 번째 고정 좌표 사이의 

거리를 의미한다. 식 (5)를 이용하면 식 (2)은 다음 식 

(6)과 같이 선형화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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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선형화된 식은 선형 최소제곱법을 이용하여 다음 

식 (7)과 같이 정확도가 높은 해를 구할 수 있다
[18]. 

  (7)

  

하지만 식 (3)에서와 같이 선형화 과정에서 개의 

연립 방정식이 개의 방정식으로 어들기 때문

에 3차원 치를 결정하기 해서는 최소 4개의 방정

식이 필요하다. 한, 선형화 과정에서 선형화 오차가 

포함되면서 송신기가 수신기의 앙으로부터 멀어질

수록 측  오차가 증가한다는 단 이 있다
[20].

비선형  근법은 뉴턴법[19]을 용하여 회귀 인 

계산을 통해 근사해를 구하는 방식이다. 를 측정값, 

를 실제 값이라고 정의하면 측정 오차 는  

이다. 이때, 측정 오차 제곱의 합 를 다음 식 (8)과 

같이 정의한다. 

 




 
 (8)

  

식 (8)의 값을 최소화하기 해 양변을 미분한 뒤 

다음 식 (9)와 같이 표 한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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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깃값을  라고 정의하면, 뉴턴법에 의

한 근사해는 다음 (10)과 같다. 

 





 (10)

  

는 회기 횟수를 의미하며, 과 의 차이가 

매우 작을 때까지 시행한다. 비선형  근법은 선형

화 과정이 없으므로 보다 정확한 해를 얻을 수 있지

만, 뉴턴법을 용하기 해서는 해에 근 한 깃값

이 필요하다. 통상 깃값은 선형  근법을 이용하

여 구한다. 본 논문에서는 선형  근법을 통해 깃

값을 구하고, 비선형  근법을 통해 보다 정확한 

치추정 값을 얻었다.

Ⅲ. 음  기반 실내 측  시스템

기존의 음  기반 측  시스템은 송수신기 간의 

시간 동기화를 해 RF 센서를 이용한다. 정확한 시

간 동기화를 해서 RF 센서는 각 음  센서마다 

존재한다. 하지만 이는 시스템의 구조  복잡도를 높

이는 원인이기도 하다. 본 논문에서는 RF 신호의 

속도가 빛의 속도로 매우 빠르다는 에 착안하여 

기존의 음  기반 측  기술에서 음  센서의 개

수만큼 필요했던 RF 센서의 개수를 1개로 이는 방

안을 제안한다. 

3.1 에서는 기존의 음  기반 측  시스템에 비

해 1개의 RF 센서로 간소화된 시스템을 정의하고, 이

로 인해 발생하는 시간 동기화 오차에 해서 기술한

다. 3.2 에서는 사  치정보에 의한  오차를 

최소화시키는 최 의 수신기 배치를 고려하고, 이때 

발생하는 치추정 문제와 수학  해결 방안에 하

여 설명한다. 

3.1 제안 방안  시간 동기화 오차

기존의 음  기반 측  시스템은 그림 2.(a)와 같

이 복수의 수신기가 공간 내에 임의로 배치되고, 시간 

동기화를 해 음  수신기와 RF 수신기가 이웃하

여 치한다. 치추정을 해서는 모든 수신기의 

치 좌표를 정확히 알아야 하고, 시간 동기화를 한 

RF 수신기가 음  수신기 수만큼 요구되면서 시스

템의 복잡도가 높아지는 문제가 발생한다. 반면, 제안 

시스템은 그림 2.(b)와 같이 1개의 RF 수신기를 심

으로 일정 반경의 원 에 음  수신기가 배치된다. 

RF 수신기는 측  시스템의 기 이 되고, 이 기

의 좌표를 통해 나머지 음  수신기의 좌표를 얻

을 수 있다. RF 수신기는 신호의 수신 여부 단과 시

간 동기화 역할을 하고, 음  수신기는 거리측정 임

무를 수행한다. 개의 RF 수신기가 필요했던 기존과 

달리 제안 방안에서는 RF 수신기의 개수가 1개로 구

성된다. 

음  신호와 RF 신호는 속도 차이로 인해 

수신기는 그림 3과 같이 RF 신호를 먼  수신한 후에 

음  신호를 수신한다. RF 수신기를 1개만 사용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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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a) 기존 시스템, (b) 제안 시스템
Fig. 2. (a) Previous system, (b) Proposed system

 

그림 3. 음 와 RF 신호 도달시간 차이
Fig. 3. Difference of US and RF signal arrival time

그림 4. 최  시간 동기화 오차 시나리오
Fig. 4. Maximum time synchronization error scenario

경우, 그림 4와 같이 각 음  수신기와 RF 수신기 

사이의 거리가 서로 만큼 이격된다. 음  수신기와 

RF 수신기의 신호 수신 치가 서로 달라지면 이에 

따른 시간 동기화 오차가 발생한다. 제안 방안에서 발

생할 수 있는 최  시간 동기화 오차를 악하기 해 

그림 3과 같이 RF 신호의 실제 비행시간을 , 음

 신호의 실제 비행시간을 , 두 신호의 수신시간 

차이를 라고 정의한다. 를 음  신호의 속

도, 를 RF 신호의 속도라고 할 때, 그림 4에

서 음  수신기와 송신기 사이의 실제 거리 는 다

음 식 (11)과 같다. 

  × (11)

  

음  신호는 20℃의 공기 에서 정도의 

 속도를 가지고, RF 신호는 ×정도의 

 속도를 가진다. 실내 공간에서는 수신기와 송신

기 사이의 거리 이 수 m 단 이므로, RF 신호의 비

행시간 는 0에 근사한다. 이격 거리 에 따른 시간 

동기화 오차를 라고 정의하고, 실제 거리 에 시

간 동기화 오차  가 포함된 거리를 라고 정의

하면, 식 (3)에 의해 은 다음 식 (12)와 같다. 

   ×
 ×
   

(12)

  

기존의 시스템과 같이 음  수신기마다 RF 수신

기가 존재하는 경우, 이격 거리 을 0으로 간주하므로 

시간 동기화 오차 는 0이다. 하지만 그림 2의 제

안 시스템과 같이 음  수신기와 RF 수신기의 거리

가 멀어질 경우 시간 동기화 오차 의 값이 커지

게 된다. 

이격 거리 에 따른 시간 동기화 오차가 최 가 되

는 조건은 그림 4와 같이 각 송수신기가 동일 평면에 

일직선으로 배치된 경우이다. 기존 시스템에서 RF 신



The Journal of Korean Institute of Communications and Information Sciences '17-02 Vol.42 No.02

418

호가 수신된 시간을 기 으로 보면 Case 1은 RF 신호

가 기존 수신시간보다 빨리 수신된 경우이고, Case 2

는 RF 신호가 기존 수신시간보다 늦게 수신된 경우를 

의미한다. Case 1의 RF 수신시간을 , Case 2의 

RF 수신시간을 라고 하면, 이격 거리 에 의한 

시간 동기화 오차는 다음 식 (13)과 같다. 

   × 
   × 

(13)

  

이격 거리 에 의한 시간 오차를 라 하면, 

과 는 다음 식 (14)와 같다. 

  
  

(14)

  

식 (5)을 식 (4)에 입하면, 이격 거리 에 의한 최

 시간 동기화 오차는 다음 식 (15)와 같다. 

   × 

 

 
×

(15)

  

식 (15)에 근거하면 시간 동기화 오차는 실제 거리 

과 이격 거리 에 비례하여 커진다. 실제 거리 을 

로 가정하면 이격 거리 이 일 때, 최  시간 

동기화 오차 는 이고, 이격 거리 이 

일 때, 최  시간 동기화 오차 는 이

다. 이론 으로 수   크기의 실내에서 최  시간 동

기화 오차는 수   내외이고, 이에 따른 거리측정 오

차는 이내이다. 따라서 방 단 의 실내 공간에

서 제안 시스템을 용할 경우, 1개의 RF 수신기를 

사용함으로써 발생되는 시간 동기화 오차는 매우 근

소하다.

3.2 음  수신기 배치  특이 행렬 문제

기존의 음  기반 측  시스템에서는 주로 실내 

공간의 모서리마다 수신기를 설치하 다
[21]. 수신기를 

산개하여 설치할 경우 고정된 모든 수신기의 사  

치정보를 획득하는 과정에서 측정 오차가 발생하기 

쉽다. 반면 그림 2.(b)와 같이 음  수신기를 1개의 

RF 수신기를 심으로 일정 반경의 원 에 일정한 

간격으로 배치시키는 경우에는, 1개의 고정된 RF 수

신기와 1개의 고정된 음  수신기의 사  치정보

만으로 나머지 음  수신기의 치정보를 획득할 

수 있기 때문에 측정 오차에 의한 측  오차를 최소화

할 수 있다. 제안 방안은 1개의 RF 수신기를 심으

로 일정 반경의 원을 가정하고 그 에 음  수신기

를 배치시키는 방식이다. 개의 수신기는 가상의 원 

에 의 각도로 균일하게 분포될 때 치 오차 

확률이 가장 낮으므로 가상의 원 에 서로 동일한 간

격으로 배치시킨다[22]. 한, 시스템이 차지하는 공간

을 최소화하기 해서 RF 센서와 음  센서는 동일 

평면에 치시킨다. 

기존의 음  기반 측  시스템은 주로 선형  

근법을 통해 치를 추정한다. 하지만 제안 방안의 평

면 배치 방식은 모든 수신기가 같은 높이를 가지므로 

동일한 값에 의해 특이 행렬 문제를 야기한다. 선형

화 과정에서 축의 정보를 나타내는 열이 모두 0이 

되어 식 (3)의 는 특이 행렬이 되고, 특이 행렬은 역

행렬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선형 최소제곱법으로 

해를 구할 수 없다. 본 논문에서는 이와 같은 특이 행

렬 문제를 해결하기 해 특이값 분해(SVD : 

Singular Value Decomposition) 방법을 이용한다. 특

이값 분해는 주어진행렬을 특정한 구조로 분해하는 

기법으로 역행렬이 존재하지 않는 특이 행렬의 의사 

역행렬을 구하는 방법이다. 식 (3)의 는 다음 식 

(16)과 같은 구조로 분해할 수 있다[19]. 

 (16)

  

와 는 의 고유값 분해로 얻은 직교 행렬이고, 

는 의 고유값으로 이루어진 각 행렬이다. 이때 

의 각 원소를 특이값이라고 한다. 여기서 의 의

사 역행렬 은 다음 식 (17)과 같이 구할 수 있다. 

 (17)

  

는 의 원소 에서 0이 아닌 특이값을 역수로 

취한 치 행렬을 의미한다. 이를 이용하면 가 특이 

행렬인 경우에도 다음 식 (18)과 같이 식 (2)의 해를 

근사 으로 구할 수 있다. 

 (18)

Ⅳ. 시스템 구   실험 결과

4.1 실험 환경

본 논문에서는 수신기, 송신기 그리고 서버로 시스

템을 구성하 다. 송수신기는 40KHz 주 수 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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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시험 치  도면
Fig. 6. Test point scheme

그림 5. 구 된 (a) 수신기와 (b) 송신기
Fig. 5. Implemented (a) receiver and (b) transmitter

음  센서와 447MHz 주 수 역의 RF 센서을 사

용하 고, 아두이노 모듈을 이용하여 각 센서를 제어

하 다. 수신기는 1개의 RF 수신기와 2차원 치 측

정 한 최소 개수인 3개의 음  수신기로 구성하

다. 음  수신기는 그림 5와 같이 RF 수신기를 

원 으로 20cm 반경의 원 에 정삼각형 모양으로 배

치하 다. 실시간 온도 악을 해 온도 센서를 구성

하 고, 아두이노는 각 센서로부터 신호를 수집한다. 

송신기는 1개의 RF 송신기와 1개의 음  송신기로 

구성된다. 아두이노는 음  송신기와 RF 송신기의 

송신 신호를 동기화시키는 역할을 한다. 서버는 수신

기가 수집한 정보와 각 센서들의 치를 이용하여 송

신기의 치를 계산한다. 

실험은 2m×2m×2m 크기의 실내 공간에서 이루어

졌고, 수신기는 천장에 설치하 다. 치측정은 그림 

6과 같이 수신부에서 2m 아래의 평면에서 실시하

다. 평면은 그림 6과 같이 25개의 시험 치 을 가진

다. 각 지 마다 200개씩 거리 데이터를 수집하 다. 

수집된 데이터는 10개씩 평균을 내어서 총 20개의 

치추정 값을 얻었다. 치측정 시, 음  송신기의 

방향은 천장에 설치된 RF 수신기의 원 을 향하도록 

하 다. 

본 논문에서는 제안 시스템의 성능 평가를 해 

Matlab을 이용하여 시뮬 이션을 진행하 다. 시뮬

이션 환경은 실험 환경과 동일한 환경으로 구성하

으며, 각 치 마다 300회씩 치측정을 시행하 다. 

RF 신호의 속도는 빛의 속도로 가정하고, 음

의 속도는 20℃의 온도로 가정하여 반 하 다. 

한, 거리측정 오차의 평균을 0으로 두고, 표 편차

를 각각 0.1cm, 0.3cm, 0.5cm인 가우시안 분포로 변

화시켜가며 시뮬 이션을 진행하 다. 

4.2 시뮬 이션 결과

시뮬 이션은 1개의 RF 수신기에 한 시간 동기

화 오차가 치측정 오차에 향을 얼마나 미치는지

를 측정하기 해 식 (15)에 근거하여 두 가지 시나리

오로 진행하 다. 첫째는 동일 환경에서 음  수신

기 간의 이격 거리 에 따른 치측정 시나리오이고, 

둘째는 측  공간의 크기 에 따른 치측정 시나리

오이다. 추가로, 음  수신기의 개수에 따른 치측

정 오차를 측정하기 해 각 시나리오마다 음  수

신기의 개수를 변화시켜 보았다. 시스템의 성능 평가

는 모든 치측정 오차의 평균값으로 하 다.

그림 7은 음  수신기 간의 이격 거리를 10cm부

터 2m까지 변화시켜가며 치측정 오차 평균을 구한 

것이다. 그림 7과 같이 기존 시스템은 음  수신기 

간의 이격 거리가 멀어질수록 치측정 오차가 기하

수 으로 어든다. 이는 제안 시스템에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그림 7에서 기존 시스템과 제안 시스템의 

그래 가 거의 겹치게 나타나는 것은 1개의 RF 수신

기에 한 시간 동기화 오차가 치측정 오차에 크게 

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림 7에서 

음  수신기의 개수가 증가함에 따라 치측정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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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음  수신기 간의 거리에 따른 치측정 오차 평균
Fig. 7. Localization error mean by varying the distance 
between each ultrasonic receiver

그림 8. 측  공간의 크기에 따른 치측정 오차 평균
Fig. 8. Localization error mean by varying the positioning 
space

그림 9. 센서 특성 방정식
Fig. 9. Characteristic equation of sensor 

 

그림 10. 치측정 결과 
Fig. 10. Localization result

차 그래 가 y축의 음의 방향으로 내려가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음  수신기의 개수가 증가할수록 

치측정 오차가 어든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림 8은 측  공간의 크기를 에서 로 변

화시켜가며 치측정 오차 평균을 구한 것이다. 그림 

8과 같이 기존 시스템은 측  공간의 크기가 커질수

록 치측정 오차가 증가하고, 이는 제안 방안도 같은 

결과이다. 그림 8에서도 기존 시스템의 그래 와 제안 

시스템의 그래 는 거의 겹치게 나타나고, 이는 첫 번

째 시나리오와 마찬가지로 1개의 RF 수신기에 한 

시간 동기화 오차가 치측정 오차에 크게 향을 미

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림 8에서도 그림 7과 

마찬가지로 음  수신기의 개수가 증가함에 따라 

치측정 오차가 어든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4.3 실험 결과

실제 실험에서 거리측정 데이터를 수집하기 에 

음  센서의 특성을 보정하는 일은 매우 요하다. 

음  센서를 이용한 거리측정 오차는 측정 거리가 

멀어질수록 높아지기 때문이다. 그림 9는 본 실험에 

사용된 음  센서의 특성 방정식을 실제 실험을 통

해 구한 것이다. 거리측정에서 가장 이상 인 특성 방

정식은   이다. 하지만 실험 결과 본 논문에서 사

용된 음  센서의 특성 방정식은   

로, 이는 실제 실험값을 바탕으로 선형 최소제곱법을 

이용하여 구한 것이다. 본 실험에서는 이 특성 방정식

을 바탕으로 측정된 거리를 보정하여 사용하 다. 실

제 실험 결과, 거리측정 데이터의 표 편차는 0.5cm

다. 

그림 10은 시험 치별 치추정 결과를 좌표 그래

로 나타낸 것이다. 원 모양은 시험 치 를 나타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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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치측정 오차의 분포함수
Fig. 12. CDF of localization error

그림 11. 치측정 오차의 평균
Fig. 11. Average of localization error

것이고 송신기는 해당 치에 고정된다. 치추정 결

과는 엑스 모양으로 나타내었다. 선은 각 시험 치

의 허용 오차 범 를 정사각형 모양의 역으로 나

 것이다. 실험 결과, 치추정 결과의 표 편차는 

최  1.6cm로 시스템이 매우 정 한 결과를 출력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한, 모든 시험 치 에서 치추

정 결과는 해당 역 안에 치하 다. 이는 실내 공

간에서 사물의 치를 명확히 구분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림 11은 시험 치 마다 치측정 오차

를 평균 내고 이를 3차원 그래 로 나타낸 것이다. 모

든 치측정 오차의 평균은 6.1cm이고, 최  12.9cm

의 결과를 보 다.

제안 방안에서 측  시스템 구성에 필요한 환경 변

수들을 충분히 고려하 는지를 평가하기 해 실험 

결과와 시뮬 이션 결과의 분포함수(CDF)를 서

로 비교하 다. 그림 12에서 제안 시스템의 분포

함수는 90퍼센트의 확률로 9.5cm의 치추정 오차를 

가진다. 실제 실험에서 거리측정 오차의 표 편차는 

0.5cm이었고, 그림 12와 같이 0.5cm의 표 편차 그래

와 실제 실험 결과 그래 가 매우 흡사한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이는 시스템 설계 단계에서 치 오차에 

향을 미치는 환경 변수들을 충분히 고려하 음을 

의미한다. 거리측정 정확도는 측  시스템의 성능에 

요한 변수  하나이다. 거리측정 정확도가 높을수

록 치측정 정확도는 향상될 것이고, 거리측정 정확

도를 높이기 해서는 거리측정 오차의 표 편차를 

낮추어야 한다. Matlab에서 거리측정 오차의 표 편

차를 낮추며 시뮬 이션 한 결과, 그림 12와 같이 거

리측정 오차의 표 편차가 0.3cm일 때 치추정 정확

도는 90퍼센트의 확률로 5.7cm이었고, 거리측정 오차

의 표 편차가 0.1cm일 때 치추정 정확도는 90퍼센

트의 확률로 1.9cm이었다. 이는 측  시스템의 거리

측정 정확도가 정 할수록 시스템의 측  성능 한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정 도가 높은 

로세서를 이용하여 측  시스템을 구 하면 보다 정

확한 측 가 가능하다.

Ⅴ. 결  론

본 논문은 실내 공간에서 정 한 치 측정을 해 

음 와 RF로 구성된 실내 측  시스템을 제안하

다. 기존에 제안된 음  기반 측  시스템의 시스템 

복잡도 문제를 해결하기 해, 복수의 음  수신기

들과 하나의 RF 수신기로 구성된 수신시스템과, 하나

의 음  송신기와 하나의 RF 송신기로 구성된 송신

시스템으로 새로운 측  시스템을 제안하 다. 한, 

고정된 수신기의 사  치정보 획득 과정에서 발생

할 수 있는 측정 오차를 최소화하기 해 최 의 수신

기 배치 방안을 제안하 다. 제안 방안의 성능 평가를 

해 시뮬 이션과 더불어 아두이노 모듈을 이용하여 

실제 시스템을 제작하여 실험하 다. 치측정 실험을 

해 2m×2m×2m 크기의 공간에서 평면 바닥의 25개 

시험 치 을 설정하고, 각 시험 치 마다 200개

씩 측정 데이터를 수집하 다. 실험 결과, 치측정 

오차의 평균은 6.1cm, 표  편차는 1.6cm이었으며, 

이는 Matlab 시뮬 이션을 통해 상했던 결과와 유

사하게 나왔다. 

본 논문에서는 실내 측  시스템에서 단일 송신기

에 국한하여 연구를 진행하 다. 만일 복수의 송신기

들이 동시에 신호를 송할 경우, 신호 충돌에 의한 

측  시스템의 성능 하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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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의 송신기를 고려한 신호처리  통신 방법에 

한 연구는 향후 과제로 남긴다.

References

[1] S. Nam, M. Park, K. Kim, and S. Kim, “A 

study on the regulations and market of 

location based service (LBS),” J. Internet 

Comput. and Serv. (JICS), vol. 15, no. 4, pp. 

141-152, Aug. 2014.

[2] C. Jensen, H. Lu, and B. Yang, “Indoor - a 

new data management frontier,” IEEE Data 

Eng. Bull., vol. 33, no. 2, pp. 12-17, Jun. 

2010.

[3] B. Hofmann-Wellenhof, H. Lichtenegger, and 

J. Collins, Global positioning system: Theory 

and Practice, 4th Ed., Springer-Verlag, 1997.

[4] J. Kim and D. Seo, “Effect of the log 

normal-Nakagami faded interferers on imperfect 

power-controlled DS / CDMA cellular system,” 

J. KICS, vol. 24, no. 8, pp. 1163-1168, Aug. 

1999.

[5] U.S. Government, Global Positioning System 

Standard Positioning Service Performance 

Standard(2008), Retrieved Sept., 27, 2016, 

from http://www.gps.gov.

[6] J. Y. Lee and D. M. Lee, “Indoor localization 

algorithm using smartphone sensors and 

probability of normal distribution in Wi-Fi 

environment,” J. KICS, vol. 40, no. 9, pp. 

1856-1864, Sept. 2010.

[7] G. Fischer, O. Klymenko, D. Martynenko, and 

H. Lüdiger, “An impulse radio UWB 

transceiver with high‐precision TOA 

measurement unit,” IEEE IPIN Int. Conf., pp. 

1-8, Sept. 2010.

[8] C. Lee, Y. Chang, G. Park, J. Ryu, S. Jeong, 

S. Park, J. Park, H. Lee, K. Hong, and M. 

Lee, “Indoor positioning system based on 

incident angles of infrared emitters,” IECON 

30th Annu. Conf. IEEE, vol. 3, pp. 2218-2222, 

Nov. 2004.

[9] C. Medina, J. C. Segura, and A. De la Torre, 

“Ultrasound indoor positioning system based 

on a low-power wireless sensor network 

providing sub-centimeter accuracy,” Sensors, 

vol. 13, no. 3, pp. 3501-3526, 2013.

[10] F. Seco, C. Plagemann, A. Jiménez, and W. 

Burgard, “Improving RFID-based indoor 

positioning accuracy using Gaussian 

processes,” IEEE IPIN Int. Conf., pp. 1-8, 

Sept. 2010.

[11] C. Y. Choi and D. M. Lee, “Localization 

algorithm for moving objects based on 

maximum measurement value in WPAN,” J. 

KICS, vol. 39, no. 5, pp. 407-412, May 2014.

[12] H. Ahn, T. Thuy, and Y. Lee, “Bluetooth 

beacon planing considering position estimation 

accuracy in small and isolated indoor 

environment,” J. KICS, vol. 40, no. 7, pp. 

1307-1312, Jul. 2015.

[13] H. Liu, H. Darabi, P. Banerjee, and J. Liu, 

“Survey of wireless indoor positioning 

techniques and systems,” IEEE Trans. 

Systems, Man, and Cybernetics, Part C (Appl. 

and Rev.), vol. 37, no. 6, pp. 1067-1080, 

2007.

[14] R. Mautz, “Indoor positioning technologies,” 

Habilitation Thesis, Civil, Environmental and 

Geomatic Eng., ETH Zurich, Feb. 2012.

[15] S. Ravindra and S. Jagadeesha, “Time of 

arrival based localization in wireless sensor 

networks : a non-linear approach,” SIPIJ, vol. 

6, no. 1, Feb. 2015.

[16] G. Shen, R. Zetik, and R. S. Thoma, 

“Performance comparison of TOA and TDOA 

based location estimation algorithms in LOS 

environment,” in IEEE Positioning, Navig. 

and Commun., WPNC 2008, pp. 71-78, Mar. 

2008.

[17] P. Rong and M. Sichitiu, “Angle of arrival 

localization for wireless sensor networks,” in 

3rd Annu. IEEE SECON, vol. 1, pp. 374-382, 

Sept. 2006.

[18] I. Guvenc, C. Chong, and F. Watanabe, 

“Analysis of a linear least-squares localization 

technique in LOS and NLOS environments,” 

IEEE VTC Spring, pp. 1886-1890, Apr. 2007.

[19] W. Murphy and W. Hereman, “Determination 

of a position in three dimensions using 



논문 / 음 와 RF를 이용한 실내 측  시스템

423

trilateration and approximate distances,” 

Department of Mathematical and Computer 

Sciences, Colorado School of Mines, Golden, 

Colorado, MCS-95-07, 1995.

[20] S. Song, D. Ban, Y. Kim, and S. Kwon, 

“Analysis of linearization error of linear least 

square for indoor positioning,” in Proc. KICS 

Int. Conf. Commun., pp. 1554-1555, Jun. 2015

[21] V. Filonenko, C. Cullen, and J. D. Carswell, 

“Indoor positioning for smartphones using 

asynchronous ultrasound trilateration,” ISPRS 

Int. J. Geo-Information, vol. 2, no. 3, pp. 

598-620, 2013.

[22] K. Tong, X. Wang, A. Khabbazibasmenj, and 

A. Dounavis, “Optimum reference node 

deployment for TOA-based localization,” 

IEEE Int. Conf. Commun. (ICC), pp. 3252- 

3256, Jun. 2015.

조 백 두 (Back-doo Zho)

2016년 2월：울산 학교 기

공학부 졸업

2016년 3월~ 재：울산 학교 

기공학부 석사과정

< 심분야> 치 측 , 추정 

이론, 통신 공학, 센서 네트

워크, 신호처리, 고장진단

권 성 오 (Sung-oh Kwon)

1994년 2월：KAIST 기  

자공학과 학사

1996년 2월：KAIST 기  

자공학과 석사

1996년 3월~2001년 1월：신세

기통신 기술연구소

2007년 8월：Purdue University 

ECE 박사

2007년 8월~2010년 2월：삼성 자 DMC연구소 수

석연구원

2010년 3월~2014년 3월：울산 학교 기공학부 

조교수

2014년 4월~ 재：울산 학교 기공학부 부교수

< 심분야> 이동통신 네트워크, MAC 설계, 간섭제

어, 최 화, 신호처리, 뇌공학

천 성 은 (Seong-eun Cheon) 

1995년 2월：고려 학교 자

공학과 졸업

1995년~1997년 : (주)엘지반도

체 기술연구소 연구원

2000년~2003년 : (주)지메이트 

정보통신연구소 선임연구원

2003년~2006년 : (주) 디지

탈테크 부설연구소 책임연구원

2006년~2011년 : (주)시소시스템 표이사

2017년~ 재 : (주)스페이스코드 표이사

< 심분야> 실내측 , 센서네트워크, 자동제어, 통

신시스템



<<
  /ASCII85EncodePages false
  /AllowTransparency false
  /AutoPositionEPSFiles true
  /AutoRotatePages /All
  /Binding /Left
  /CalGrayProfile (Gray Gamma 2.2)
  /CalRGBProfile (sRGB IEC61966-2.1)
  /CalCMYKProfile (U.S. Web Coated \050SWOP\051 v2)
  /sRGBProfile (sRGB IEC61966-2.1)
  /CannotEmbedFontPolicy /Warning
  /CompatibilityLevel 1.4
  /CompressObjects /Tags
  /CompressPages true
  /ConvertImagesToIndexed true
  /PassThroughJPEGImages true
  /CreateJDFFile false
  /CreateJobTicket false
  /DefaultRenderingIntent /Default
  /DetectBlends true
  /DetectCurves 0.0000
  /ColorConversionStrategy /LeaveColorUnchanged
  /DoThumbnails false
  /EmbedAllFonts true
  /EmbedOpenType false
  /ParseICCProfilesInComments true
  /EmbedJobOptions true
  /DSCReportingLevel 0
  /EmitDSCWarnings false
  /EndPage -1
  /ImageMemory 1048576
  /LockDistillerParams false
  /MaxSubsetPct 100
  /Optimize true
  /OPM 1
  /ParseDSCComments true
  /ParseDSCCommentsForDocInfo true
  /PreserveCopyPage true
  /PreserveDICMYKValues true
  /PreserveEPSInfo true
  /PreserveFlatness true
  /PreserveHalftoneInfo false
  /PreserveOPIComments false
  /PreserveOverprintSettings true
  /StartPage 1
  /SubsetFonts true
  /TransferFunctionInfo /Apply
  /UCRandBGInfo /Remove
  /UsePrologue false
  /ColorSettingsFile ()
  /AlwaysEmbed [ true
  ]
  /NeverEmbed [ true
  ]
  /AntiAliasColorImages false
  /CropColorImages true
  /ColorImageMinResolution 150
  /ColorImageMinResolutionPolicy /OK
  /DownsampleColorImages true
  /ColorImageDownsampleType /Bicubic
  /ColorImageResolution 1200
  /ColorImageDepth -1
  /ColorImageMinDownsampleDepth 1
  /ColorImageDownsampleThreshold 1.50000
  /EncodeColorImages true
  /ColorImageFilter /DCTEncode
  /AutoFilterColorImages true
  /ColorImageAutoFilterStrategy /JPEG
  /ColorACSImageDict <<
    /QFactor 0.15
    /HSamples [1 1 1 1] /VSamples [1 1 1 1]
  >>
  /ColorImageDict <<
    /QFactor 0.76
    /HSamples [2 1 1 2] /VSamples [2 1 1 2]
  >>
  /JPEG2000ColorACSImageDict <<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15
  >>
  /JPEG2000ColorImageDict <<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15
  >>
  /AntiAliasGrayImages false
  /CropGrayImages true
  /GrayImageMinResolution 150
  /GrayImageMinResolutionPolicy /OK
  /DownsampleGrayImages true
  /GrayImageDownsampleType /Bicubic
  /GrayImageResolution 1200
  /GrayImageDepth -1
  /GrayImageMinDownsampleDepth 2
  /GrayImageDownsampleThreshold 1.50000
  /EncodeGrayImages true
  /GrayImageFilter /DCTEncode
  /AutoFilterGrayImages true
  /GrayImageAutoFilterStrategy /JPEG
  /GrayACSImageDict <<
    /QFactor 0.15
    /HSamples [1 1 1 1] /VSamples [1 1 1 1]
  >>
  /GrayImageDict <<
    /QFactor 0.76
    /HSamples [2 1 1 2] /VSamples [2 1 1 2]
  >>
  /JPEG2000GrayACSImageDict <<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15
  >>
  /JPEG2000GrayImageDict <<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15
  >>
  /AntiAliasMonoImages false
  /CropMonoImages true
  /MonoImageMinResolution 1200
  /MonoImageMinResolutionPolicy /OK
  /DownsampleMonoImages true
  /MonoImageDownsampleType /Bicubic
  /MonoImageResolution 1200
  /MonoImageDepth -1
  /MonoImageDownsampleThreshold 1.50000
  /EncodeMonoImages true
  /MonoImageFilter /CCITTFaxEncode
  /MonoImageDict <<
    /K -1
  >>
  /AllowPSXObjects false
  /CheckCompliance [
    /None
  ]
  /PDFX1aCheck false
  /PDFX3Check false
  /PDFXCompliantPDFOnly false
  /PDFXNoTrimBoxError true
  /PDFXTrimBoxToMediaBoxOffset [
    0.00000
    0.00000
    0.00000
    0.00000
  ]
  /PDFXSetBleedBoxToMediaBox true
  /PDFXBleedBoxToTrimBoxOffset [
    0.00000
    0.00000
    0.00000
    0.00000
  ]
  /PDFXOutputIntentProfile ()
  /PDFXOutputConditionIdentifier ()
  /PDFXOutputCondition ()
  /PDFXRegistryName ()
  /PDFXTrapped /False

  /Description <<
    /CHS <FEFF4f7f75288fd94e9b8bbe5b9a521b5efa7684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65876863900275284e8e55464e1a65876863768467e5770b548c62535370300260a853ef4ee54f7f7528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548c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4ee553ca66f49ad87248672c676562535f00521b5efa768400200050004400460020658768633002>
    /CHT <FEFF4f7f752890194e9b8a2d7f6e5efa7acb7684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65874ef69069752865bc666e901a554652d965874ef6768467e5770b548c52175370300260a853ef4ee54f7f7528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548c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4ee553ca66f49ad87248672c4f86958b555f5df25efa7acb76840020005000440046002065874ef63002>
    /DAN <FEFF004200720075006700200069006e0064007300740069006c006c0069006e006700650072006e0065002000740069006c0020006100740020006f007000720065007400740065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72002c0020006400650072002000650067006e006500720020007300690067002000740069006c00200064006500740061006c006a006500720065007400200073006b00e60072006d007600690073006e0069006e00670020006f00670020007500640073006b007200690076006e0069006e006700200061006600200066006f0072007200650074006e0069006e00670073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72002e0020004400650020006f00700072006500740074006500640065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720020006b0061006e002000e50062006e0065007300200069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5006c006c00650072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f00670020006e0079006500720065002e>
    /DEU <FEFF00560065007200770065006e00640065006e0020005300690065002000640069006500730065002000450069006e007300740065006c006c0075006e00670065006e0020007a0075006d002000450072007300740065006c006c0065006e00200076006f006e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d004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6e002c00200075006d002000650069006e00650020007a0075007600650072006c00e40073007300690067006500200041006e007a006500690067006500200075006e00640020004100750073006700610062006500200076006f006e00200047006500730063006800e4006600740073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6e0020007a0075002000650072007a00690065006c0065006e002e00200044006900650020005000440046002d004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20006b00f6006e006e0065006e0020006d00690074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75006e0064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75006e00640020006800f600680065007200200067006500f600660066006e00650074002000770065007200640065006e002e>
    /ESP <FEFF005500740069006c0069006300650020006500730074006100200063006f006e0066006900670075007200610063006900f3006e00200070006100720061002000630072006500610072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f0073002000640065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0061006400650063007500610064006f007300200070006100720061002000760069007300750061006c0069007a00610063006900f3006e0020006500200069006d0070007200650073006900f3006e00200064006500200063006f006e006600690061006e007a0061002000640065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f007300200063006f006d00650072006300690061006c00650073002e002000530065002000700075006500640065006e002000610062007200690072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f00730020005000440046002000630072006500610064006f007300200063006f006e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c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79002000760065007200730069006f006e0065007300200070006f00730074006500720069006f007200650073002e>
    /FRA <FEFF005500740069006c006900730065007a00200063006500730020006f007000740069006f006e00730020006100660069006e00200064006500200063007200e9006500720020006400650073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73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00700072006f00660065007300730069006f006e006e0065006c007300200066006900610062006c0065007300200070006f007500720020006c0061002000760069007300750061006c00690073006100740069006f006e0020006500740020006c00270069006d007000720065007300730069006f006e002e0020004c00650073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73002000500044004600200063007200e900e90073002000700065007500760065006e0074002000ea0074007200650020006f007500760065007200740073002000640061006e0073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c002000610069006e007300690020007100750027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50074002000760065007200730069006f006e007300200075006c007400e90072006900650075007200650073002e>
    /ITA (Utilizzare queste impostazioni per creare documenti Adobe PDF adatti per visualizzare e stampare documenti aziendali in modo affidabile. I documenti PDF creati possono essere aperti con Acrobat e Adobe Reader 5.0 e versioni successive.)
    /JPN <FEFF30d330b830cd30b9658766f8306e8868793a304a3088307353705237306b90693057305f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658766f8306e4f5c6210306b4f7f75283057307e305930023053306e8a2d5b9a30674f5c62103055308c305f0020005000440046002030d530a130a430eb306f3001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304a30883073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4ee5964d3067958b304f30533068304c3067304d307e305930023053306e8a2d5b9a3067306f30d530a930f330c8306e57cb30818fbc307f3092884c3044307e30593002>
    /NLD (Gebruik deze instellingen om Adobe PDF-documenten te maken waarmee zakelijke documenten betrouwbaar kunnen worden weergegeven en afgedrukt. De gemaakte PDF-documenten kunnen worden geopend met Acrobat en Adobe Reader 5.0 en hoger.)
    /NOR <FEFF004200720075006b00200064006900730073006500200069006e006e007300740069006c006c0069006e00670065006e0065002000740069006c002000e50020006f0070007000720065007400740065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7200200073006f006d002000650072002000650067006e0065007400200066006f00720020007000e5006c006900740065006c006900670020007600690073006e0069006e00670020006f00670020007500740073006b007200690066007400200061007600200066006f0072007200650074006e0069006e00670073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72002e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6e00650020006b0061006e002000e50070006e0065007300200069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5006c006c00650072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5006c006c00650072002e>
    /PTB <FEFF005500740069006c0069007a006500200065007300730061007300200063006f006e00660069006700750072006100e700f50065007300200064006500200066006f0072006d006100200061002000630072006900610072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f0073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0061006400650071007500610064006f00730020007000610072006100200061002000760069007300750061006c0069007a006100e700e3006f002000650020006100200069006d0070007200650073007300e3006f00200063006f006e0066006900e10076006500690073002000640065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f007300200063006f006d0065007200630069006100690073002e0020004f0073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f00730020005000440046002000630072006900610064006f007300200070006f00640065006d0020007300650072002000610062006500720074006f007300200063006f006d0020006f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50020006f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50020007600650072007300f50065007300200070006f00730074006500720069006f007200650073002e>
    /SUO <FEFF004b00e40079007400e40020006e00e40069007400e4002000610073006500740075006b007300690061002c0020006b0075006e0020006c0075006f0074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740065006a0061002c0020006a006f0074006b006100200073006f0070006900760061007400200079007200690074007900730061007300690061006b00690072006a006f006a0065006e0020006c0075006f00740065007400740061007600610061006e0020006e00e400790074007400e4006d0069007300650065006e0020006a0061002000740075006c006f007300740061006d0069007300650065006e002e0020004c0075006f006400750074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9007400200076006f0069006400610061006e002000610076006100740061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69006c006c00610020006a0061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3a006c006c00610020006a006100200075007500640065006d006d0069006c006c0061002e>
    /SVE <FEFF0041006e007600e4006e00640020006400650020006800e4007200200069006e0073007400e4006c006c006e0069006e006700610072006e00610020006f006d002000640075002000760069006c006c00200073006b006100700061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200073006f006d00200070006100730073006100720020006600f60072002000740069006c006c006600f60072006c00690074006c006900670020007600690073006e0069006e00670020006f006300680020007500740073006b007200690066007400650072002000610076002000610066006600e400720073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2e002000200053006b00610070006100640065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20006b0061006e002000f600700070006e0061007300200069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f00630068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f00630068002000730065006e006100720065002e>
    /ENU (Use these settings to create Adobe PDF documents suitable for reliable viewing and printing of business documents.  Created PDF documents can be opened with Acrobat and Adobe Reader 5.0 and later.)
    /KOR <FEFFc7740020c124c815c7440020c0acc6a9d558c5ec0020be44c988b2c8c2a40020bb38c11cb97c0020c548c815c801c73cb85c0020bcf4ace00020c778c1c4d558b2940020b3700020ac00c7a50020c801d569d55c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bb38c11cb97c0020c791c131d569b2c8b2e4002e0020c774b807ac8c0020c791c131b41c00200050004400460020bb38c11cb294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bc0f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c774c0c1c5d0c11c0020c5f40020c2180020c788c2b5b2c8b2e4002e>
  >>
>> setdistillerparams
<<
  /HWResolution [600 600]
  /PageSize [612.000 792.000]
>> setpagedevic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