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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위치응용 서비스는 유비쿼터스 컴퓨팅의 구현의 기

반이 되는 중요 기술요소 중 하나이다. 특히 스마트 홈, 

지능형 단말기, 스마트 스페이스의 구현을 위해서는 광

역범위보다는 실내환경에서의 사용자, 오브젝트의 위치

인식에 대한 연구기술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무선센서 플랫폼 및 통신기술을 이

용한 실내 위치인식 시스템의 설계 및 구현에 관해 기

술하고자 한다. 사용자 위치인식을 위한 기반기술로 RF

무선신호와 초음파신호간의 속도차를 이용한 DTOF 기

반 거리측정과 삼각측량 기법을 이용하였다. 3~10cm 의 

위치오차를 가지는 정밀 위치계측 기술로, 개발된 시스

템은 무선센서 플랫폼과 임베디드 게이트웨이 시스템, 

위치계측 서버 시스템으로 구성되며, 시스템의 개발 및 

실제환경에서의 테스트를 통하여 실생활 응용에 대한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오차보정 및 멀티 센

서를 통한 위치보정기법에 대해서도 논의한다. 

 
 

                                                           
본 연구는 21 세기 프론티어 연구개발사업의 일환으

로추진되고 있는 정보통신부의 유비쿼터스 컴퓨팅 및 

네트워크 원천기반 기술개발사업의 지원에 의한 것임. 

I. 서론 
 

센서, 무선통신기술의 발전에 힘입어 실현 가능하

게 된 무선 센서 네트워크는 실세계의 상황인지를 위한 

유비쿼터스 컴퓨팅의 핵심기술로 떠올랐다. 저전력, 저

가격, 다량의 노드로 구성되는 센서 네트워크는 기존의 

단일 센서에서 수행하던 임무를 보다 많은 노드에 분배

해서 수행하고, 데이터를 집단적으로 처리하여 정보의 

정확도를 높이고 이를 통해 실세계의 현상을 보다 정확

하고 신뢰성 있게 관찰할 수 있다. 특히, 유비쿼터스 컴

퓨팅의 실현이 눈앞으로 다가온 현 상황에서 언제 어디

나 존재하는 센서 네트워크를 활용한 다양한 응용서비

스에 대한 개발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1] 

또한 언제, 어디서나 사용자의 상황을 자율적으로

인지하고 상황에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유비쿼터스 

컴퓨팅의 실현을 위해서는 사용자가 현재 어디에 위치

하고 있는지에 대한 위치정보 습득에 대한 위치인지 기

술이 우선적으로 지원되어야 할 기반기술이다. [2] 

현재 위치인식 서비스 관련기술로 GPS, A-GPS, 휴

대폰 기지국을 이용한 위치추적기술, LandMark, 점/방향/

이격거리 등을 이용한 위치참조기술, 토폴로지, 축적전

환, 포맷변환을 통한 수치지도기술 등이 있으나, 이는 

실외에서 주로 사용되는 기술로 좀더 정밀한 위치를 이

유비쿼터스 홈을 위한 실내위치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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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여 실내 사용자에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실내 위치인지 기술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무선 센서네트워크를 이용한 실내 

위치인지 시스템에 대하여 연구하였으며, 기반 인프라 

및 구현 알고리즘, 시스템 구현기법에 대해서 기술하고

자 한다. 2 장에서는 수 센티미터에서 수 미터의 정확도

를 가지는 위치인지 기술 연구동향에 대해서 살펴보고, 

3 장에서는 본 논문에서 연구한 초음파, RF 기반의 무선

센싱 시술을 이용한 위치인지 시스템에 대해서 기술하

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4 장에서 개발된 시스템의 기능 

및 성능시험결과에 대해서 논하고, 결론 및 향후 연구

방향으로 끝을 맺고자 한다. 

 

II. 관련연구 
 

위치인식 기술은 유비쿼터스 컴퓨팅을 구성하는 중

요한 요소 기술 중 하나로 대상물의 위치를 자동으로 

인식하고, 이를 기록 및 보고할 수 있는 기술로 측정장

식에 따라 삼각측량(Triangulation), 장면분석(Scene 

Analysis), 근접방식(Proximity)로 구분된다.  

현재 위치인식 시스템으로는 적외선을 이용하여 근

접인지 기술을 응용한 Active Badge[3], 초음파 발생기들

을 이용하여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모바일 노드에서 수

신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삼각측량기법을 이용하여 사용

자의 위치를 인지하는 MIT 의 Cricket System[4], 장면분

석 및 Lateration 을 이용하여 3~4m 오차범위에서 위치

인지가 가능한 RADAR 시스템 등이 있다. 이외에도 전

자기 센서를 이용한 MotionStar Magnetic Tracker 시스템

이 있다.  

 

III. 실내위치인지 시스템 설계 및 구현 
 

실내 위치인지시스템은 초음파와 RF 간의 전송속도

의 차인 TDOF(Time Difference of Flight)를 이용하여 사용

자의 위치를 계측하는 시스템으로 수 센티미터의 정확

도를 가지는 실내 위치인지 기술이다. 이는 사용자와 

무선 센서 사이의 거리정보를 수집하는 무선 센서시스

템, 수집한 거리정보를 바탕으로 사용자의 위치를 계산

하는 실내위치인지 서버시스템으로 구성된다.  

 

3.1 실내 위치인지 시스템 구조 
 

시스템의 전체 구성도는 그림 1 과 같다. 사람/사물

등의 오브젝트에 부착되어 위치계산을 위한 기본시그널

인 초음파와 RF 신호를 주기적으로 방출하는 모바일 노

드와 모바일의 방출신호를 수신하고 두 신호간 시간차

를 이용하여 거리계산을 하는 비콘 노드, 비콘노드에서 

계산한 위치정보를 섹션별로 수집하여 서버로 전송하는 

게이트웨이, 수집된 거리정보를 바탕으로 사용자의 위

치정보를 계산하는 위치계측 서버시스템으로 구성된다. 

 

그림 1. 실내 위치인지 시스템 구성도 

액티브 위치인지 방식으로, 모바일 노드는 사용자

가 들고다니거나 애드온되는 센서노드로 0.5 초단위로 

주기적으로 RF, 초음파 신호를 동시에 발송하며, 천장

에 배치된 비콘노드는 이 신호를 수신하여 모바일 노드

와의 거리를 구하고 계산된 정보를 게이트웨이로 전송

한다. 게이트웨이는 비콘들로부터 받은 거리정보를 위

치서버 시스템으로 전송하게 된다. 해당 하드웨어는 아

래 그림 2,3 과 같다. 

 

 

그림 2. 게이트웨이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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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모바일/비콘 노드 

모바일/비콘 노드는 RF 신호 전송을 위한 915MHz 

RF 칩과 초음파신호 발송을 위한 센서를 단 

Atmega128CPU 기반 무선센서 노드이며, 게이트웨이는 

Arm 코어 S3C2440 을 내장한 임베디드 시스템으로 무선

센서 노드와의 통신을 위한 915MHz 통신 인터페이스와 

서버시스템과의 통신을 위한 이더넷 인터페이스를 가진

다.  

 

3.2. 위치계측 서버 시스템 설계 및 개발 
 
3.2.1 위치계측 알고리즘 

 

본 장에서는 위치계측 서버 시스템의 설계 및 소프

트웨어 구조에 대해서 기술한다. 먼저 위치계측 서버에

서 위치계측을 위한 거리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이용하

여 사용자 위치를 계측하는 방식에 대해서 기술한다. 

우선 위치계측 서버는 물리적 혹은 논리적으로 분리된 

섹션이라는 단위로 위치계산을 수행한다. 

 

그림 4. Raw Data Collection 

그림 4 와 같이 각 섹션에는 각 섹션의 거리데이터

를 수집하는 게이트웨이가 있으며, 위치계측서버는 모

바일 노드가 위치한 섹션에서 수집한 거리 정보만을 필

터링하여 위치정보를 계산하게 된다. 

모바일/비콘 노드의 수에 따라 Raw 데이터량에는 

차이가 발생하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모바일의 위치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최소 3 개 비콘으로부터의 거리정보

만 있으면 된다. 그러므로 우선 좌표계산에 들어가기 

전에 활용 가능한 거리정보만을 필터링해야 한다. 이때 

필터링을 하는 기준은 아래와 같다.  

- 모바일이 속해있는 섹션의 ID 에 따라 해당 섹션에 

속한 비콘의 거리 정보만을 필터링한다.  

- 임의시간 Time(t0)에 수신한 비콘의 거리정보가 3

개 이상일 경우, Best Choice 를 이용한 거리계측을 

수행한다. 이를 위해 먼저 Time(t0)에 수신한 거리

정보를 최소거리 순으로 정렬한다.  

- 정렬된 거리정보 중 최소 3 개만을 선별하여, 좌표

계산정보로 활용한다.  

좌표계산을 위한 거리정보의 필터링이 완료되었으

며, 비콘의 위치정보와 계측된 거리정보를 이용하여 좌

표계산을 수행한다. 이론적으로, 3 차원에서는 같은 평면

상이 아닌 서로 다른 4 개의 좌표와 거리를 통해 위치

를 알 수 있다. 같은 평면상 3 개의 비콘으로는 이론상 

2 개의 교차점이 발생하게 된다. 이 중 하나의 좌표는 

양수, 하나는 음수값을 갖게 된다. 하지만 모든 비콘이 

천장에 배치되는 본 시스템에서는 모두 동일 평면상에 

있기 때문에 z 값이 항상 양수 혹은 0 이며, 3 개의 비콘

만으로도 모바일의 위치계측이 가능하게 된다.  

위치계측 서버에서 x,y,z 좌표를 계산하는 방식은 

아래와 같다. 먼저 2 차원에서의 모바일의 위치정보를 

먼저 구한다. 이는 모든 비콘이 일직선상에 있지 않고 

서로 다른 3 개의 좌표를 가지고 있으므로 가능하다. 아

래 수식을 이용해서 계산을 하면, X 행렬에 모바일의 

x,y 좌표 값을 얻어낼 수 있다.  

 

이렇게 구한 x,y 좌표로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이용

하여 계산하면 z 좌표를 쉽게 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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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위치계측 서버시스템 설계 
 

위치계측 서버 시스템의 구조는 아래 그림 5 와 같

다. 

 

그림 5. 위치계측 서버시스템 구조 

먼저 서버를 구동하고, 비콘의 위치와 게이트웨이 

정보를 등록하면, Tracker Analyer 모듈에서 게이트웨이에 

접속하여 거리정보를 수신한다. 또한 수신된 거리정보

는 Track Daemon 모듈로 전달된다. Track Daemon 은 위치

계측을 수행하게 되며, 계산이 완료되면 계산된 결과값

을 콜백 함수 형태로 호출할 수 있도록 한다. 계산된 

위치정보를 수신하기 위해서는 해당 시스템과의 통신이 

필요하며, Client Library 가 이러한 기능을 담당하는 모듈

이다. 위치계측이 완료되면 해당 데이터는 GUI 시스템

으로 자동 전송되며, 사용자의 위치를 트래킹하여 표시

하게 되며 그림 6 과 같다. 

 

 

그림 6. 실내 위치인지 시스템 구현화면 

그림에서 빨간색 포인트가 천장에 설치된 비콘 노드들

을 나타내며, 하얀색 실선으로 표현된 것이 실제 사용

자가 움직인 위치에 대한 계측결과이다. 실험결과 3cm 

~ 10cm 의 오차범위 내에서의 위치인지가 가능하였다. 

 
V. 결론 및 향후 연구방향 

 

본 논문에서는 무선센서 네트워크를 이용한 실내 

위치인지 시스템의 설계 및 구현에 대해 알아보았다. 

RF 와 초음파의 DTOF 를 이용한 방식은 다른 실내 위

치인지 방식보다 정밀한 위치정확도를 제공하며, 유비

쿼터스 컴퓨팅의 기반인프라인 무선센서 네트워크를 활

용하여 구현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초음파의 

물리적인 한계인 LOA(Line of Angle)로 인하여 모바일 

노드와 비콘노드의 송수신부가 각도 100o 내에 있어야 

한다. 또한 장애요인이 있을 경우 초음파 신호의 전송

이 어렵기 때문에 사람이 많은 장소에서는 정확한 위치

파악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이는 실험결과를 통해서

도 확인할 수 있었으며, 향후 가속도, 자기장 센서 등을 

이용한 장애환경 극복 및 에러 보정 기술에 대한 연구

를 수행함으로써 단일 위치계측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안들에 대해서 연구하고자 

한다. 

위치인식 기술은 기초알고리즘 연구나 응용부분연

구에 있어 어느 정도 성숙된 기술로 평가될 수 있으며, 

향후 단순히 기술개선이 아닌 가까운 미래에 도래할 유

비쿼터스 컴퓨팅 환경에 적절히 응용되기 위한 여타 공

학 분야의 서비스와의 융합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실정

이며 이를 위한 다양한 응용, 기술분야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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