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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GPS 의 사용이 어렵거나 불가능한 실내 환경 등에서 사물이나 사람의 위치를 카메라가 추적할 
수 있도록 하는 문제에 대해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이를 가능 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작은 크
기의 이동 장치와 센서 노드간 밀접한 통신이 필수이다. 본 연구에서는 무선 수신/송신 장치인 센서 
노드를 이용하여 고정 된 수신-센서 노드와 이동 송신 노드를 이용하여 효율적이고 다수의 목표물

을 추적할 수 있는 위치 추적 시스템을 설계하는 기법을 연구하고, 실제 알고리즘을 구성하였다. 그
리고 휴대성을 높이고 위치 추적 알고리즘 계산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알고리즘을 SoC(단일 
칩 시스템, System on Chip)로 설계하여 시스템의 확장성을 확보하는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1. 서론 

본 연구는 물체의 움직임을 포착하여 카메라를 통
해 물체의 영상을 제공하는 카메라 위치 추적 시스템 
설계 기법들에 관한 것이다. 현재 널리 쓰이는 방법

은 카메라를 통해 습득한 영상을 분석하여 움직임을 
예측하는 방식인데, 이는 계산 량이 많은 알고리즘을 
실시간에 실행해야 하고, 장애물이 있는 경우나 여러 
물체를 동시에 추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용하기 
어렵다. 반면에 다수의 카메라를 고정시켜서 촬영하

고자 하는 전 지역을 분할하여 촬영하는 시스템의 경
우, 필요한 카메라의 수가 많고 물체의 이동에 따라 
화면을 이동시키는 것을 자동화시키기 어렵다.  

이러한 현재 기술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촬영

의 대상이 되는 물체가 USN (유비쿼터스 센서 노드, 
Ubiquitous Sensor Node)를 장착하고 직접 무선 신호를 
발생시키도록 하고, 여러 개의 고정 노드에서 수신하

는 무선 신호의 세기를 이용하여 물체의 위치 정보에 
대한 계산을 수행하는 시스템을 설계 하였다. 본 연
구에서는 저전력으로 구동할 수 있는 지그비

(Zigbee)[1] 통신 규격을 무선 신호로 사용하였다. 
본 설계에서는 다수의 고정 노드(fixed node or static 

node)를 촬영 공간(방이나 실내 체육관)에 설치하고 
이동 노드(mobile node)의 수신 신호 세기(Received 
Signal Strength, RSS), 그리고 수신 신호 세기의 변화에 
대한 데이터를 얻어서 물체의 위치를 추정한다. 그리

고 추정된 위치정보를 움직이는 목표물이 스스로 확

인하거나, 외부로 전송하여 외부에서 목표물이 있는 
위치의 카메라 영상을 전송하여 목표물의 영상을 확
인할 수 있게 한다. 이 과정에서 신호 세기를 측정하

는 방법에는 크게 추적 대상에 부착된 이동 노드에서 
고정 노드로 신호를 발신하는 방법과 고정 노드에서 
이동 노드로 신호를 발신하는 방법이 있다. 본 연구

에서는 전자의 방법을 구현 가능성을 실험으로 증명

하고 확장성을 위해 후자에 대한 방법 또한 SoC 를 
사용하여 만드는 방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2. 관련 연구 

이전에도 무선 신호의 신호 세기를 이용한 위치 추
적 연구 및 그 평가에 대한 연구[2]가 진행되어 왔다. 
그리고 무선 신호의 세기를 이용한 위치 추적 알고리

즘을 개선하기 위해 필터를 사용하려는 시도[3]도 있
었으며, 실내에서 무선 신호 발신기 위치의 높이, 수
신기와 발신기의 각도, 장애물의 배치, 그리고 거리에 
따른 신호 세기의 변화 특성에 대한 연구[4]도 이루어

졌다. 또한 최근에는 무선 신호를 이용한 위치 추적 
엔진에 대한 연구[5]도 진행되고 있다. 그러 아직 카
메라와 연동하여 추적 대상의 영상을 실시간으로 중
계해주는 시스템에 대한 연구는 진행되지 않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카메라를 사용한 추적 방법도 포
함하여 다루고자 한다. 

 
3. 전체 시스템 개요 

본 연구에서 설계한 시스템은 고정된 다수의 유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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쿼터스 센서 노드를 사용하여 이동 노드의 신호 세기

를 측정하고, 그것을 베이스 스테이션 노드를 통해 
베이스 스테이션으로 전송하여 그 신호 세기의 데이

터를 바탕으로 위치 추적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대상

의 위치를 계산한 후, 카메라 선택 모듈에 목표물의 
예상 좌표를 보내 카메라를 선택하여 영상을 전송하

는 위치 추적 및 추적 대상 영상 전송이 목적이 되는 
시스템이다. 
본 연구에서 설계한 시스템의 설계 개요를 그림으

로 나타내면 그림 1 과 같다. 먼저 그림 좌측에는 센
서 노드의 맵이 있고 그 주변에는 카메라가 설치되어 
추적 대상의 영상을 포착하고 있다. 중앙에는 센서 
노드로부터 직렬 버스를 통해 수신 신호 세기(RSS)의 
배열을 받고위치 추적 모듈을 통해 위치 추적 연산을 
수행할 베이스 스테이션이 있으며, 우측에는 좌표값

을 이용해 카메라를 선택하여 추적 대상의 이미지를 
사용자에게 보여주는 카메라 제어 모듈을 가지고 있
는 사용자 프로그램이 있다. 

 
(그림 1) 전체 시스템 개요 

4. 각 하위 시스템의 구성 및 설계 방법 

4.1. 센서 네트워크 

센서 네트워크 시스템은 정보를 수집하는 역할을 
한다. 센서 노드 시스템은 크게 이동 노드(MN –  
Mobile Node), 고정 노드(SN –  Static Node), 베이스 
스테이션 노드(BSS –  Base Station Node)의 세 종류의 
노드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동 노드는 위치 추적 대
상에 부착되어 비콘(beacon)신호를 송출한다. 고정 노
드는 이동 노드로부터 비콘 신호를 받아 신호 세기를 
측정하고 자신의 아이디(ID)와 신호 세기를 패킷으로 
베이스 스테이션 노드에 전달한다. 그리고 베이스 스
테이션 노드는 고정 노드로부터 고정 노드의 아이디

와 신호 세기를 전달 받고 그것을 베이스 스테이션으

로 다시 직렬 버스를 통해 전달한다. 
본 설계에서 사용한 센서 노드는 한백 전자의 HBE 

Ubi ZigbeX 를 사용하였으며, 여기에는 tiny OS 1.1 버
전과 ATmega128 프로세서, 그리고 통신 모듈로는 
CC2420 2.4GHz 칩이 사용되었다. 

Tiny OS[6]를 사용하였으므로 프로그래밍 언어는 
NesC (Network Embedded System C)를 사용하였다. 그리

고 컴파일을 위해 시그윈(cygwin) 환경을 사용하였으

며, 컴파일 된 이진 파일를 센서 노드로 프로그래밍 
하기 위하여 AVR ISP Programmer 를 사용하였다. 센서 

네트워크는 이동 노드, 고정 노드, 베이스 스테이션 
노드의 세 종류의 노드로 구성되어있다. 
이동 노드는 추적 대상에 부착되어 비콘 신호를 송

출하는 노드이며 그림 2 는 이동 노드의 사진이다. 
이동 노드는 NesC 사용하여 설계되었고, Tiny OS 의 
기본 제공 모듈인 timer 모듈, counter 모듈, 
BeaconToRfm 모듈[6] 등을 사용하여 설계하였다. 그
리고 timer 모듈로부터 이벤트가 발생할 때마다 브로

드캐스팅(broadcasting)으로 비콘 신호를 송출하도록 
하였다. 브로드캐스팅 신호는 모든 고정 노드에서 수
신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림 2) 이동 노드 사진 

고정 노드는 위치 추적을 행하고자 하는 공간에 고
정되어 있는 노드로서, 이동 노드로부터 받은 비콘 
신호의 신호 세기를 측정하여 자신의 아이디와 함께 
베이스 스테이션 노드로 전송하는 역할을 한다. 고정 
노드는 Tiny OS 의 RadioCRCPacket 모듈 등을 사용하

여 비콘 신호를 전송 받고 그 신호의 세기를 측정 하
며, 다시 지그비 신호를 이용하여 베이스 스테이션에 
전송한다. 
이 노드는 다수의 고정 노드로부터 고정 노드의 아

이디와 고정 노드들이 측정한 수신 신호세기를 전달

받아, 그것을 다시 베이스 스테이션 컴퓨터로 직렬 
버스를 통해 전송하는 역할을 한다. 

 
4.2. 베이스 스테이션 

베이스 스테이션 시스템은 전체 시스템의 주된 부
분이라 할 수 있는 부분으로서 신호 세기 정보를 직
렬 버스를 통해 받아서 위치 추적 알고리즘 사용하여 
위치를 계산하고 좌표 값을 사용자 프로그램으로 네
트워크를 통해 전송하는 역할을 한다. 베이스 스테이

션의 모듈은 크게 데이터 데이터 변환 모듈, 필터링 
모듈과 위치 좌표 계산 모듈로 나눌 수 있으며, 추가

적으로 추적 대상 공간에 대한 신호세기 정보를 모아

둔 캘리버레이션 데이터베이스(calibration database)가 
존재한다. 그리고 이 부분은 고급 프로그래밍 언어인 
C# 프로그래밍 언어를 이용하여 설계하였다.  
먼저 위치 추정 알고리즘에 설명하고자 한다. 위치 

추정 알고리즘은 기본적으로 신호세기와 거리의 비례

를 사용 하여 동작한다. 각 고정 노드에서 측정한 이
동 노드의 수신 신호 세기를 R, 그리고 각 고정 노드

로부터 이동 노드의 추정 위치까지의 거리를 D 라고 

할 때, 신호 세기를 거리에 비례하게 하는 식은

이고, 이것과 거리의 비의 제곱을 구하면 이 된다. 
그리고 위에서 구한 신호 세기의 제곱과 거리의 제곱

의 비가 균등할 수록 근접한 위치라는 것이 된다. 따
라서 위치 추적이 행해지는 영역 내의 각 점에 대해 
이 값들의 분산을 구하고 그 분산이 가장 작은 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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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으면 된다. 즉, N 을 고정 노드의 총 개수라고 할 

때, 이 최소가 되는 지점을 찾는 것이며, 이는 
그림 3 의 (a)에도 나와있다. 
다음으로 필터링(filtering) 알고리즘은 계수를 지정

하여 이전 신호 값과 현재 측정 신호세기 값에 가중

치를 주어 현재 신호 세기를 계산하는 데 사용하였다. 
즉, 0 ≤ C ≤ 1 인 상수 C 를 새로운 신호세기에 대한 가
중치, 1 – C 를 이전 신호 세기에 대한 가중치라고 했
을 때, 현재의 신호세기 Rnext = (1 – C) × Rold + C × Rnext 
로 계산될 수 있다. 그리고 일정 임계(threshold) 비율

을 정하여 이전 신호 세기와 비교해서 임계 비율을 
넘는 변화가 일어났을 경우 해당 신호세기의 변화폭

을 감소시키는 방식을 사용하였다. 예를 들어 C1 > C2 
> C3 일 때, 필터링 알고리즘은 그림 3 의 (b)와 같다. 
또한 스무딩(smoothing) 알고리즘은 이전 추정 좌표

와 현재 추정 좌표간에 가중치를 주어 새로운 좌표를 
계산하는 방식으로 사용하였으며 이에 대한 식은 그
림 3 의 (c)에 표현되어 있다. X, Y 는 각각 추적 대상

의 x, y 좌표이며 아래 첨자 old, new, next 는 각각 이
전에 계산된 좌표, 새롭게 계산된 좌표, 그리고 최종 
계산된 좌표를 나타낸다. 

 
(그림 3) 위치 추정에 사용되는 알고리즘 

그리고 캘리버레이션 데이터베이스는 위치 추적 알
고리즘 적용 영역을 줄이고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사
용된다. 추적 대상이 되는 공간은 여러 개의 캘리버

레이션 격자로 나뉘며, 각 캘리버레이션 격자 영역의 
고정노드 i 에 대한 신호세기(Calibrated RSS)를 CRi 라

고 할 때, 다음의  값을 기준으로 캘리버레이

션 데이터 베이스를 활용한다. 

 

(그림 4) C#을 이용한 알고리즘 설계 프로그램 

이렇게 만들어진 최종 베이스 스테이션 프로그램의 
실행 화면은 그림 4 와 같다. 

4.3. 사용자 프로그램 

카메라 제어 모듈은 베이스 스테이션으로부터 받은 
추적 대상의 예상 위치 좌표를 받아 그 위치에 해당

하는 영상을 비추고 있는 카메라를 선택해주는 모듈

이다. UDP 소켓을 통해 베이스 스테이션으로부터 추
적 대상의 위치를 전송 받고, 추적 대상이 존재하는 
영역의 카메라를 활성화 시켜, 스트리밍으로 카메라

의 영상을 수신한다. 
카메라 제어 및 스트리밍 모듈은 기존의 공개 웹캠 

소프트웨어인 YAWCAM[7] 을 사용하였다. 이 프로그

램을 이용하여 HTTP 프로토콜을 이용해 스트리밍으

로 베이스 스테이션에 영상을 보내도록 하였다. 그림

5 은 이 모듈을 사용 예제이다. 

 

(그림 5) 카메라 제어 모듈의 실행 화면 

5. 시스템 평가 방법 및 결과 

이렇게 완성된 시스템 설계를 평가 및 검증하기 위
하여 실제 실내 공간에서 추적 대상에 이동 노드를 
부착하고 얼마자 정확하게 추적 대상의 영역을 파악

하는지 검증해보았다. 실험에서 사용된 실내 공간과

각 분할된 영역의 크기는 그림 6 과 같다. 전체 공간

의 크기는 가로 세로 470cm×1000cm 였으며, 영역은 
세 부분으로 3 등분으로 구분되어 각 470cm ×333.3cm
의 크기를 가졌다. 그리고 각 고정 노드는 그림 6 에 
적색의 원으로 표시된 지점에 210cm 높이로 배치하였

으며, 이동 노드는 추적 대상이 되는 사람에 부착되

어 있으며 이동 노드는 175cm 높이에 배치되었다. 

 
(그림 6) 실험 대상 실내 공간과 분할 영역의 규격 

그리고 추적 대상은 약 50 초에 걸쳐서 영역 2→영

역 1→영역 2→영역 3→영역 2 순으로 이동하며 각 고
정 노드로부터 수신 신호세기의 정보를 수집하여 자
취(trace) 데이터를 저장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이렇게 

- 121 -



제35회 한국정보처리학회 춘계학술대회 논문집 제18권 1호 (2011. 5)

저장된 자취 데이터를 본 연구에서 제작한 알고리즘

을 사용하여 추적 대상이 존재하는 영역을 추정하게 
하였다. 그 다음에 알고리즘을 통해 추정한 영역과 
실제 추적 대상이 위치했었던 영역을 비교하는 방식

을 사용하였다. 
실험 결과를 분석한 결과 약 50 초 동안에 수집된 

725 개의 신호 세기 정보를 이용해 717 회 위치 추정 
계산을 수행한 결과1), 그 중 694 개의 추정된 위치가 
실제 추적 대상이 존재한 위치와 일치하는 것으로 나
타나, 약 96.8%의 확률로 위치 추정에 성공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96.8%의 확률로 추적 대상

의 영상을 카메라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이며, 나
머지 3.2%의 같은 오차가 발생한 지점도 대부분 영역

의 경계에서 일어난 것으로, 카메라가 비추는 영역을 
경계 부분에서 겹치게 한다면 나머지 오차에 해당하

는 경우에도 추적 대상의 위치를 확인하는 것이 가능

해질 것이라 생각된다. 
 

6. 확장성(scalability)확보 방법 

지금까지 사용한 방법의 장점은 이동 노드가 비콘 
신호를 발생시키고, 신호 세기의 정보를 고정 노드에

서 수집하여 그것을 베이스 스테이션에서 계산하기 
때문에 베이스 스테이션의 계산 능력(computation 
capability)을 활용하여 복잡한 연산을 제약 없이 수행

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방법은 영역 내에 설치할 수 있

는 이동 노드의 개수가 비콘 신호 발생 주기와 무선 
신호의 대역폭에 제한을 받는다는 것이다. 이를 식으

로 나타내면 무선 신호의 대역폭을 B, 이동 노드의 
비콘 신호 발생 주기를 P, 그리고 시스템에서 최대 
지원 가능한 이동 노드의 개수를 Mn 이라고 할 때, B 
= Mn / P 이 된다. 따라서 B 가 고정일 때 Mn을 증가시

키기 위해서는 P 역시 증가시켜야 하는데, 비콘 신호

의 발생 주기를 늘릴 경우 추적 대상의 위치 정보의 
갱신 속도가 늦어져 빠르게 움직이는 대상의 영상을 
바로 확보할 수 없는 문제가 생긴다. 

이와 같은 이동 노드의 개수 제약을 극복하고 시스

템의 확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동 노드에 위치 계
산 모듈을 SoC 로 제작하여 부착하는 방법을 제안한

다. 이와 같은 시스템에서 SoC 의 역할은 이동하는 
목표물이 SoC 를 휴대하고 다니면서 자신의 위치를 
파악하고 그 위치를 외부로 전송하여 외부에서 카메

라를 자동으로 선택하여 목표물의 영상을 확인하는 
것에 있다. 

이와 동시에 비콘 신호를 앞서 제안한 방법과는 반
대로 고정 노드에서 발생시키고 이동 노드에서 수신

하게 하면, 이동 노드는 비콘 신호를 발생시키지 않
고 고정 노드로부터 도착한 신호의 세기를 측정하여 

                                                           
1 ) 신호 세기 정보의 수보다 실제 추정 위치의 수가 
적은 이유는, 모든 고정 노드로부터 신호 세기 정보

가 도착한 후에 위치 추정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이

다. 즉, 모든 고정 노드의 신호 세기 정보가 추정될 
때 까지는 위치 추정을 수행하지 않았다. 

자신의 위치를 스스로 계산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할 경우, 추적 공간에 추적 대상 및 이동 노드의 개
수가 증가에도 무선 신호의 대역폭을 사용하지 않으

므로 확장성이 크게 늘어날 수 있다. 반면, 이와 같은 
방법을 사용할 경우 SoC 제작에 따라 시스템 구축 비
용이 상승하고, 이동 노드가 전력을 많이 소모하여 
전지 수명이 단축되며, SoC 의 계산 능력의 제약으로 
복잡한 알고리즘을 수행하지 못하여 위치 추정 정확

도가 떨어지는 등의 단점이 있다. 
 

7. 결론 및 향후 연구 과제 

본 연구에서는 GPS 의 사용이 어려운 실내 공간 
등에서 무선 신호의 세기를 이용하여 목표물의 영상

을 실시간으로 추적하는 시스템 및 그 시스템을 구동

시키기 위한 알고리즘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는 하였

으며 이 알고리즘의 실행 가능성을 실제 센서 네트워

크와 베이스 스테이션의 구현을 통해 검증하였다. 그
리고 이 시스템의 확장성에 대해 분석하고 나아가 다
중 목표물을 추적하기 위해 SoC 를 이동 노드에 부착

하는 새로운 기법을 제시하였다. 
향후 연구에서는 본 연구에서 제안된 위치 추적 대

상의 확장성을 확보하는 기법에 대한 구현, 그리고 
이 시스템에서 발생할 수 있는오류 및 오차를 보정하

여 정확성을 높이는 기법에 대한 것이 주제로 다루어

질 것이다. 그리고 오류와 오차를 보정하기 위해 시
스템의 정확성을 검증하는 기법 또한 연구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 다음으로는 위치 추적 시스템의 
안정성과 소모 전력 효율을 높이기 위한 연구도 진행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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