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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실내 치인식 기술은 유비쿼터스 구 의 기반이 되는 요기술요소  하나이다. 특히 병원의 환자 

리, 실버타운의 노인 리, 스마트 홈의 구 을 해서는 실외의 역범 보다는 실내에서의 사용자 

치인식에 한 기술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무선랜기기  통신기술을 이용한 실내 치 인식 

시스템의 설계  구 에 해 기술하고자한다. 사용자 치인식을 한 기반기술로 무선랜의 신

호강도(Received Signal Strength Indication, RSSI)를 이용한 삼변측량 기법을 이용하 다. 구 될 시

스템은 무선랜기기와 지형 맵핑서버, Access Point(AP)로 구성되며, 시스템의 개발  실제 환경에 서

의 테스트를 통하여 실생활 응용에 한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1. 서론

   재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치 인식시스템

은 Global Positioning System(GPS)이다[4]. GPS는 

GPS 성으로부터 신호를 받아 삼변측량법으로 사용

자의 치를 알아낸다. 그러나 실내에서의 GPS를 

사용하는 것 는  빌딩들이 GPS 성의 신호를 방

해하는 시가지에서도 비능률 이다.  핸드폰을 

이용한 치인식기술도 최근 몇 년 내에 제안되었다

[5]. 하지만 핸드폰을 이용한 치인식기술은 정확성

이 매우 떨어져 많은 기술 발 이 필요하다.

 실내 치인식의 필요성은 물류 자동화, 보안, 산업 

자동화  제어를 한 무선 센서 네트워크, 건물 

자동화, 어린이 보호, 의료 분야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응용이 가능하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실내용 치 인식시스템이 많

이 개발되어 상용화되었다. 외선[6], 음 [7], 라

디오 신호 [2][3]을 이용한 것이나 여기서 소개하

는 무선랜을 이용한 것들이 가장 표 이다.

 무선랜기반의 치인식시스템이 다른 시스템들 보

다 가지는 장 [1]을 알아보면 첫째로 경재성이다. 

음 나 외선을 이용하는 시스템의 경우 별도의 

장비를 구입해야하는 부담이 있지만 무선랜기반의 

시스템의 경우 사용하는 PC나 PDA에 무선랜만 달

려있으면 별도의 추가비용이 들지 않는다. 둘째 무

선랜기반의 시스템은 다른 타입의 실내 치인식시

스템보다 범  지역에서 사용될 수 있다. 셋째로 

강한 RF신호를 이용하기 때문에 외선신호를 이용

하는 치인식시스템의 경우 형 성조명이나 햇빛이 

비추는 경우에 많은 오차를 보인다.

  이번에 구 한 무선랜기반의 실내 치인식시스템

은 먼  Access Point(AP)에서 샘  신호들을 측정

하여 모여진 신호를 가지고 학습하여 정확성을 개선

시킨다. 실험 사용된 Access Point는 ㈜삼성 기의 

SWL-3300AP 6개를 사용 하 고 사용된 PDA는 

HP의 iPAQ Pocket PC 2003, 무선랜은 SanDisk사

의 SD카드타입의 Wi-Fi를 사용하 다. 그림1은 실

험을 한 장소의 구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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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그림2 신호의 확률분포

(그림 1) 실험환경

(그림 2) AP와의 거리 6m에서 얻어진 신호

 

2. 배경지식

   일반 으로 실내에서의 신호강도(Received 

Signal Strength Indication, RSSI)는 사람의 움직임

이나 문의 열고 닫음 등에 의해 왜곡된 신호를 가지

게 된다.

 왜곡된 신호들을 모아 그 치에서 얻어지는 신호

들의 확률을 구한다. 구해진 확률(사 확률)은 

Bayesian식을 이용하여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AP

와 무선랜기기 사이의 거리)를 얻어 낸다. 이 게 

얻어진 데이터를 가지고 삼변측량을 하여 사용자의 

치를 알아보았다.

3. 실험과정  결과

   실험은 거리별 RSSI를 구하여 신호의 확률분포

를 알아보고 RSSI를 서버에 송하여 서버에서는 

AP와 사용자의 거리를 계산한다. 유추된 거리로 삼

변측량을 통해 사용자의 재 치를 알아낸다.

 

Step 1) 먼  AP와 무선랜기기와의 거리를 달리해

가면 각각의 거리마다의 샘 신호들을 얻어 사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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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모니터링 화면

(그림 4) AP와의 거리 8m에서 얻어진 확률분포

(그림 6) PDA에서 서버로 RSSI 송

(그림 6) 삼변측량법 
률을 구한다. (그림 2)는 6m의 거리에서 얻어진 신

호들의 분포표이고 (그림 3)는 그림2 신호들의 확률

분포표이다. (그림 4)는 8m에서 얻어진 확률분포표

이다.

Step 2) 임의의 지 에서 신호를 받아 서버에 송

하면 서버는 이미 알고 있는 사 확률을 Bayesian

식을 이용하여 AP와 사용자간의 거리를 유추한다.

P(O | l)= ∏
m

j=1
P(o i | l)

o i는 재 치에서 얻어진 신호들이고 l은 무선랜

기기와 AP간의 거리를 나타낸다. (그림 5)는 PDA

에서 서버로 RSSI를 송하는 화면이다.

Step 3) 유추된 거리로 삼변측량을 통해 사용자의 

치 좌표를 알아낸다. (그림 6)는 삼변측량법의 

이다. AP1 원의 방정식은 다음과 같다.

      

          

 여기서 상수항을 왼쪽으로 이항하고 AP2원과 

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은 다음과 같다. 

                           

  —                       

------------------------------------------

                

 같은 방식으로 AP2원과 AP3원의 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과 AP1원과 AP3원의 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찾아 연립하여 풀면 사용자의 치

를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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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구 될 시스템의 계념도

 

 알아낸 사용자의 좌표를 맵핑한다. (그림 7)는 서버

에서 사용자의 치를 모니터링하는 화면이다.

 의 실험과정을 통해 약 90%확률로 3m의 오차를 

가지는 결과를 얻어내었다.

4. 치모니터링시스템의 응용분야

   이 같은 실내 치인식시스템이 활용될 수 있는 

곳으로는 병원에서 환자와 의사들이 PDA를 들고 

다니면 서버에서는 환자들과 의사의 치를 알 수 

있어 한 환자가 발생했을 시 그 환자와 가까운 

곳의 의사를 빨리 보낼 수 있다.  스마트 홈을 구

 하고자하면 실내 치인식은 그야말로 핵심기술일 

것이다. (그림 8)는 여러 응용분야에 사용될 수 있는 

시스템의 략 인 계념도이다.

5. 결론

   이번에 실험한 환경은 가로 21m 세로 13m의 비

교  좁은 공간에서 실행되었다. 좁은 실험공간이어

서 어떤 외부요인이 신호강도(RSSI)에 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쉬었다. 문의 열고 닫음이나 사

람들의 이동 같은 외부  요인이 정확성의 많은 

향을 끼침을 알 수 있었다.

   정확성은 다소 떨어지지만 이 게 구성된 시스템

이 다른 실내 치시스템보다 가지는 이 으로는  비

교  렴한 가격으로 범 한 실내지역에서 사용

할 수 있다는 장 을 가지고 있다. 좀 더 정확성을 

높일 수 있다면 실생활에서 응용될 수 있다는 가능

성을 확인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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