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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최근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는 센서 네트워크에서의 위치인식 기법을 제안한다. 
기존의 위치인식 기법들이 정확한 좌표 값을 측정하고자 하는데 반해 제안 기법은 지역 단위의 
위치인식을 기반으로 실제 응용 단계에서 의미 있는 정보를 직접적으로 구할 수 있다. 또한 
거리정보에 독립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추가적인 장비의 필요 없이 기존의 WLAN, WPAN 과 같은 
저가의 표준 장비만을 사용하여 구현할 수 있다. 본 논문의 기법은 큰 규모로 배포되어 있는 센서 
네트워크 환경에서 뛰어난 성능을 보일 수 있으며, 셀이나 공간단위의 위치인식이 필요한 응용 
서비스에 적합하다. 

 

1. 서론 

최근 무선 센서 네트워크(Wireless Sensor Network)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무선 센서 네트워크는 
저전력으로 동작하는 프로세서와 무선 송수신 칩을 
장착한 초소형의 센서 노드를 기반으로 한다. 센서 
노드를 이용해서 온도, 습도, 조도, 압력 등 다양한 
센서 정보를 얻을 수 있으며, 이러한 정보를 수집하

여 많은 분야에 응용이 가능하다. 이러한 센서 정보

에 위치에 대한 정보를 추가하면 더욱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으며, 위치 정보를 효율적으로 얻을 수 있
게 하기 위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센서 
네트워크에서의 위치인식 기법은 거리 정보를 기반으

로 하는 방식과 근접 정보를 기반으로 하는 방식으로 
나뉜다. 거리 정보를 기반으로 하는 위치인식 기법에

는 TOA, AOA, RSSI 등이 있으며[1]-[5], 근접 정보를 
기반으로 하는 위치인식 기법에는 Centroid[6], DV-
Hop[7], APIT[8]가 있다. 센서 네트워크에서는 다중 홉
(Multi hop)의 애드 혹(Ad hoc) 환경에서 적합한 위치

인식 기법을 필요로 하며 이는 효율적이고 정확한 위
치인식 기법의 설계를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존의 센서네트워크 위치인식 
기법에 대한 연구는 센서의 정확한 좌표지점을 찾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러나 실제 응용분야에서 
요구되는 위치정보는 좌표지점이 아니라 센서의 이벤

트가 발생한 지역이다. 좌표 값은 점을 나타내기 때
문에 그 자체로 사람이 인식하는 것은 어려우며, 사

람이 인식할 수 있는 단위는 건물, 지형, 행정구역과 
같은 면적이나 부피가 존재하는 큰 공간이다. 그림 1
에서 사람이 인식하는 공간이 다각형으로 나누어져 
있다. 기존의 기법은 2 차원 좌표를 먼저 구한 다음에 
그 좌표를 이용해서 이벤트가 발생한 지역을 추정한

다. 여기서 문제는 좌표 값의 오차가 커지면 좌표 값
이 지시하는 지역이 완전히 틀려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기존의 위치인식 기법은 보다 정확한 좌표를 
획득하기 위해서 GPS, UWB 와 같은 고가의 장비를 
사용한다. 그러나 이러한 고가의 장비는 많은 수의 
센서노드가 필요한 센서 네트워크환경에서는 사용이 
어렵다. 이에 본 논문은 기존의 표준 무선 장비만을 
사용하여 구현할 수 있는 단위지역(Unit Region) 기반

의 위치인식 기법을 제안한다. 이 기법은 위치인식 
단계에서 지역 단위를 인식하여 일반 무선 장비만으

로도 정확한 지역 인식이 가능하도록 한다.  

 
(그림 1) 단위지역기반의 위치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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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 장에서는 센서네

트워크에서의 위치인식 문제를 정의하고, 3 장에서는 
단위지역 기반의 위치인식 기법을 제안한다. 4 장에서

는 결론을 말한다. 
 

2. 센서 위치인식 

본 장에서는 단위지역기반의 이동객체 추적기법을 
설계하기 위해 센서네트워크에서의 위치인식 문제를 
먼저 정의한다.  

 먼저, 센서네트워크가 동작하는 지역은 정적이라

고 가정한다. 센서네트워크의 배포 (Deployment) 지역 
R 은 2 차원 공간상의 길이 l 을 가지는 정사각형

2]1,0[R 으로 정의된다. 배포지역에 두 가지의 종류

의 센서노드 존재하며, 이는 자신의 위치를 알 수 있
는 비컨노드(Beacon Node)와 자신의 위치를 스스로 알 
수 없는 이동객체 (Moving Object)이다. 본 논문에서 
위치인식의 대상은 이동객체이다.  

비컨노드의 집합은 N 으로 정의되며, 비컨노드의 
수는 nN || 으로 정의된다.  비컨노드 Nu 은 2
차원 실수 좌표계에서 자신의 위치 ),( uu yx 를 정확하

게 알고 있다. 비컨노드의 위치는 사용자가 수동으로 
설치 시에 입력하거나, GPS 를 사용하여 알 수 있다고 
가정한다. 

이동객체 MOv 는 인식반경 r 을 가진다. v 의 
인식반경 내부에 있는 비컨노드들은 v 와 통신이 가
능하며, 자신의 위치정보를 전달해준다. v 와 통신이 
가능한 비컨노드 집합은 )(vC 으로 나타낸다. 인식반

경 r 은 비컨노드 u 가 보낸 무선신호의 신호세기인 
vuP  에 의해 결정된다. vuP  는 전송 거리에 따라 감

소하며, 임계 값보다 작아지면( vuP ), 인식반경에 
벗어나게 된다. IEEE802.11, IEEE802.15.4 표준 장비를 
비롯하여 대부분의 무선 장비들은 수신 신호세기를 
측정할 수 있으며, 본 논문의 이동객체 또한 수신된 
신호의 세기를 알 수 있다. 

 서론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위치인식은 대부분 이
동객체의 지역단위 추적에 응용된다. 실제 위치인식

의 기준이 되는 단위지역(Unit Region) 은 
},...,,{ 21

i
m

ii
i pppUR  와 같은 2 차원 공간상의 다각형

으로 정의할 수 있다. 단위지역은 서로 겹치지 않으

며 ( jiURUR ji ,, ), 모든 배포지역은 하나의 단
위 지역에 포함된다 (  RURi

). 본 논문에서 해결하

고자 하는 이동객체의 위치인식 문제는 이동객체가 
존재하는 단위지역을 찾는 것이며, 이는 아래와 같이 
정의된다. 

정의 1. 단위지역기반의 위치인식 문제 
 배포지역 R 에 비컨노드  N 이 조밀하게 분포되어 

있을 때, 이동객체 v 의 인식영역 r 과 비컨노드로부터 
수신된 신호세기 vuP  를 이용하여 v 가 속한 단위지

역 iUR 내부에 위치하는 지를 판단한다.  
 
아래에서는 위에서 정의한 위치인식문제를 해결하

기 위하여 단위지역기반 위치인식 문제의 특성을 분
석한다. 단위지역기반의 위치인식 문제에서 이동객체

가 단위지역의 내부에 존재하는 비컨노드와 통신이 
가능하고 외부의 비컨노드와 통신이 불가능하다면, 
그림 2(a)와 같이 단위지역 내부에 있다고 추측할 수 
있다. 반대로 단위지역의 외부에 존재하는 비컨노드

와 통신이 가능하고 내부의 비컨노드와 통신이 불가

능하다면, 그림 2(b)와 같이 단위지역 외부에 있다고 
추측할 수 있다. 이를 일반화하면 정리 1 과 같다. 

 
정리 1.  비컨노드가 충분히 많은 경우에  이동객체

가 단위지역 내부의 비컨노드와 통신이 가능하면서 
외부의 비컨노드와 통신이 불가능하면,이동객체는 단
위지역의 내부에 존재한다. 

증명. n 이라고 가정하자. 그러면, 이동객체 
v 의 인식영역 내에 있는 비컨노드의 수도 무한하다 
( |)(| vCN  ). 또한 단위지역 iUR 외부에 있는 비
컨노드의 수도 무한하다( || iURN  ). 그래서 이동

객체의 인식영역과 단위지역의 외부가 겹칠 경우 이
동객체는 단위지역외부의 비컨노드와 통신이 가능하

다[ |))(()(| vCNURN i  ].  
 
정리2.  비컨노드가 충분히 많은 경우에  이동객체

가 단위지역 외부의 비컨노드와 통신이 가능하면서 
내부의 비컨노드와 통신이 불가능하면,이동객체는 단
위지역의 외부에 존재한다. 

증명. 정리1과 같다. 
 
비컨노드의 수가 충분히 많은 경우에는 

단위지역내의 존재여부를 판단할 수도 있다. 하지만 
모든 경우에서 가능한 것은 아니며, 그림 2 의 

(c),(d)와 같은 상황이 발생한다.   

(a)단위지역 내부에 위치        (b)단위지역 외부에 위치         (c)단위지역 외부에 위치         (d)단위지역 내부에 위치 

(그림 2)통신가능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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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c)에서 이동객체는 단위지역의 외부에 
존재하지만, 내부의 비컨노드와도 통신이 가능하다. 
그리고 그림 2(d)의 경우에는 단위지역의 내부에 
존재하지만, 외부의 비컨노드와도 통신이 가능하다. 
이러한 경우에는 정리 1 을 이용하여 단위지역내의 
존재여부를 알 수 없다. 

그림 2(c),(d)의 상황에서 단위지역을 추적을 하기 
위해 객체의 이동성과 무선신호의 RSSI(Received 
Signal Strength Indicator)를 이용한다. 무선신호의 
RSSI 는 거리에 따라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무선 
채널이 불규칙적이 기 때문에 RSSI 를 집적적으로 
거리를 예측하는데 쓰기는 어렵지만, 거리의 감소와 
증가는 충분히 추정할 수 있다[5]. 

그림 3(a)에서는 이동객체가 단위지역 접선의 
오른쪽 면에서 이동하고 있다.  접선 내에서 
이동하는 경우에는 비컨노드와의 거리가 일률적으로 
증가 감소현상을 보이지 않는다. 일부 비컨노드와의 
거리는 가까워지고, 다른 비컨노드와의 거리는 
멀어지게 된다.   

그림 3(b)은 이동객체가 단위지역의 접선을 
통과하여 다른 면으로 이동하는 경우를 나타내고 
있다. 이동객체가 접선의 오른쪽 면에서 왼쪽 면으로 
이동하는 순간 오른쪽 면에 위치한 비컨노드와의 
거리는 멀어진다. 이를 이용하여 이동객체가 다른 
단위지역으로 이동하였음을 알 수 있다.  

 

3. 이동객체 위치인식 기법 

본 장에서는  2 장에서 설명한 단위지역기반의 위
치인식 의 특성에 따라 이동객체를 추적하기 위한 알
고리즘을 설명한다.  

그림 4 의 이동객체 위치인식 기법은 크게 두 
단계로 나뉘어진다. 먼저, 이동객체의 인식영역을 
이용한 단위지역 검색단계이다(알고리즘 1). 만약에서 
첫 번째 단계에서 위치확인이 불가능하다면, 객체의 
이동방향을 이용하여 단위지역 사이의 이동을 
확인한다(알고리즘 2). 각 단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표 1 의 알고리즘 1 에서는 정리 1,2 를 이용하여 
이동객체가 단위지역에 위치하는지를 검색한다. 
단위지역은 다각형으로 표현되는데, 이를 제한된 
딜로니 삼각분할(Constrained Delaunay Triangulation) 

< 표 1> 알고리즘 1 
알고리즘             단위지역검색( v , )(vC ,

iUR ) 

입력. v , )(vC ,
iUR  

출력. v 가 
iUR 에 포함되는지에 대한 판단 

1. T  

2. )( iURCDTT   

3.  for each Tt   do  

4.      )(vCtX   

5.  end-loop 

6.  if |)(||| vCX    then 

7.      return INTERIOR 

8.  if 0|| X   then 

9.      return EXTERIOR 

10. return NON-DETERMINED 

< 표 2> 알고리즘 2 
알고리즘        지역이동검색( v , )(vC ,

iUR ) 

입력. v , )(vC ,
iUR  

출력. v 가 
iUR 에서 이동하는지에 대한 판단 

1. 0:Count  

2. T  

3. )( iURCDTT   
4.  for each Tt   do  

5.      for each tNu   do 

6.           if 
vuP 

is increasing then 
7.                1:  CountCount  

8.      end-loop 

9. end-loop 

10.  if 0Count   then 

11.      return MOVING 

12.  if |)(| vCCount    then 

14. return STAYING 

Right Side

Left Side

Right Side

Left Side

 
    (a) 접선의 한쪽 면에서 이동    (b) 지역의 접선을 통과 

(그림 3)통신가능영역  

 
(그림 4)이동객체 위치인식 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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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삼각분할 한다. 분할된 삼각형 
집합을 이용해서 인식영역내의 비컨노드 )(vC 가 
단위지역에 포함되는지를 검사한다. 단위지역은 
오목(Concave)다각형일 수도 있지만, 삼각분할을 
이용하여 포함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인식영역내의 
비컨노드 )(vC  가 단위지역에 걸쳐있다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되며, 아닌 경우에는 내 외부를 
판단한다. 

표 2 의 알고리즘 2 에서는 RSSI 의 변화를 이용하여 
지역이동을 검색한다. RSSI 의 변화는 거리의 변화로 
간주할 수 있으며, 이를 이용하여 단위지역의 접선을 
통과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접선 근처에서 
바뀐 위치를 알 수 있으므로, 어떤 단위지역으로 
이동했는지를 알 수 있다. 
 
4. 결론 

본 논문에서는 단위지역기반의 위치인식문제를 
정의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알고리즘을 제안하였다. 
기존의 위치인식 기법들이 좌표지점을 연산하여 해당 
지역을 찾는데 비해서 제안 기법은 해당 지역을 보다 
간단한 장비만을 이용하여 지역에 대한 위치 정보를 
획득할 수 있다.  

향후 연구과제로써 제안 기법의 비교평가를 위한 
실험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센서네트워크 
내부에 비컨노드가 충분히 많다는 것을 가정하였다. 
그러나 이는 모든 응용환경에서 만족할 수는 없는 
조건이며, 비컨노드의 수에 따라 성능의 변화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다른 거리측정이 필요 
없는 위치인식 기법들과 성능을 비교 분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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