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컴퓨터정보학회 하계학술대회 논문집 제25권 제2호 (2017. 7)

368

저가형 GPS 기반 가상펜스 시스템 경계영역설정 알고리즘
나대영O, 전흥석*, 이철원*

ㅇ*건국대학교 글로컬캠퍼스 컴퓨터공학과

e-mail: soriru@daum.netO, hsjeon@kku.ac.kr*, e10000won@gmail.com*

Border Algorithm for Virtual Fence Based on Low Cost GSP
Daeyoung NaO, Heung Seok Jeon*, Cheol-won Lee*

ㅇ*Dept. of Computer Engineering, Konkuk University Glocal Campus

● 요   약 ●  

본 논문에서는 GPS기반 가상펜스 시스템과 가상펜스 알고리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GPS기반 가상펜스 시스템에서 가축의 이

탈을 방지하기 위해 설정하는 영역인 경계영역을 설정하기 위한 알고리즘을 제안한다. 그리고 경계영역을 설정하기 위해 필요한 

파라미터를 정의하는 실험을 진행하였으며, 속력이 빨라지면 정확도가 증가하는 GPS의 특성에 의해서 가상펜스 시스템에서 가

상펜스 디바이스의 안전지역 이탈시 자극이 발생하는 시간이 빨라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

키워드: 가상펜스(virtual fence), 경계영역(Border), GPS, 가축(livestock), IoT

I. Introduction

스마트폰과 같은 센서기반 장비들이 대중화 되면서 이를 다양한 

방면으로 활용하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이와 같이 센서를 이용하여 

각종 데이터를 습득하고 이를 인터넷에 연결하여 활용하는 기술을 

IoT라고 한다. 이와 관련하여 가상펜스라는 개념이 도입되어 범죄자 

추적이나, 가축의 이동반경 제약(animal behavior management), 

위치기반 광고서비스, 도둑감지 시스템 등 다양하게 이용되고 있다.

가상펜스는 센서와 자극 등을 이용하여 물리적 펜스를 대체하는 

시스템이다. GPS로부터 대상의 위치를 파악하고 소프트웨어로 경계 

범위를 설정하여 경계 범위의 이탈 유무를 확인하는 연구[1][2], 

적외선, 초음파 또는 레이저 센서를 설치하고 그 지역을 통과하는 

물체를 감지하는 연구[3], 전자기장을 이용하여 가축이 경계 지역을 

통과하지 못하게 하는 연구[4] 그리고 비전을 이용하여 특정 지역에 

침입이 발생하였는지 판단하는 연구[5]가 진행되었다.

이와 같은 연구중 GPS를 이용한 가상펜스 연구는 가축 방목 시스템

에서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동물의 복지와 관련된 법안들이 

강화되면서 가축들을 방목환경에서 사육하여야 하며 이를 가상펜스를 

이용하여 해결하는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다. 

그렇지만 저가형 GPS는 2m-50m의 오차를 가지고 있어 가축방목 

가상펜스 시스템에서 오차를 보완하기 위한 기법이 필요하다. 대표적

으로 GPS오차를 보완하기 위해 가상펜스의 경계를 영역으로 설정하

고 그 범위에 가축이 들어갔을 경우 자극을 가하는 방법이다. 

이러한 경우 경계범위에 들어있는 영역은 방목지로 사용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본 논문에서는 GPS를 이용한 가상펜스에서 GPS의 오차를 고려하

여 경계영역의 설정 알고리즘을 제안하고자 한다.

2장에서는 GPS기반 가상펜스 알고리즘에 대해 소개하고, 3장에서 

경계영역 설정 알고리즘과 실험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그리고 4장에서 

결론에서 남아있는 문제점과 이후 연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한다.

II. Virtual Fence System

1. 가상펜스 시스템 구조

GPS를 이용한 가상펜스 시스템의 대표적인 예는 가축방목에 사용

되는 시스템이다. 기본적인 가축방목 가상펜스 개념은 GPS장비를 

가축에게 장착하여 위치를 추적하고, 소프트웨어에서 설정한 범위를 

이탈하는 경우 자극을 가하여 가축의 움직임을 제한하여 이탈을 

방지하는 기법이 대표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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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Virtual Fence System Architecture

이를 기반으로 하여 개발된 가상펜스 시스템은 fig 1과 같은 시스템 

구조를 가진다. Fig 1에서 Virtual Fence Device(VFD)는 가축에게 

장착되는 센서디바이스 이며, GPS위치데이터와 가속도데이터를 측

정하게 되고 이를 Virtual Fence Server(VFS)에 전송 한다. VFS는 

전송받은 센싱 데이터를 DB에 저장하고 Virtual Fence Client(VFC)

에 전송한다. VFC는 사용자가 가상펜스를 설정하면 사용자가 설정한 

가상펜스 정보를 VFS에 전송하여 DB에 저장한다. VFC는 VFD의 

위치데이터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며, VFD가 가상펜스를 이탈하

려고할 경우 이를 VFS에게 알리고 VFS는 가축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극신호를 VFD에게 보내고 VFD는 가축에게 자극을 가하게 

된다.

본 연구를 위해 개발된 시스템은 VFD의 경우 arduino nano를 

기반으로 GPS모듈, 가속도센서모듈 그리고 Xbee pro모듈로 구성되

었다. VFS는 Node.js를 기반으로 개발되었으며 DB는 MongoDB를 

사용하였다. VFC는 Electron 프레임워크를 기반으로 개발되었다.

2. 가상펜스 알고리즘

Fig. 2. Virtual Fence for livestock

가상펜스 알고리즘은 fig 2처럼 1:안전지역(Safe), 2:경고지역

(Warning), 3:위험지역(Dangerous)으로 영역을 나누고 가축이 위치

한 지역에 따라 자극을 조절하여 가축의 이탈을 방지하도록 한다. 

Fig 2의 1번은 안전지역으로 가축들을 방목할 수 있는 영역으로 

자극 없이 가축들이 자유롭게 움직이는 방목 지역이다. 그리고 fig 

2의 2번 경고지역은 가축이 안전지역을 벗어나 있으며 약한 자극을 

발생시켜 안전지역으로 복귀를 유도한다. Fig 2의 3번 영역은 위험 

지역으로 가축이 펜스의 최종경계에 가까이 있으며 펜스를 이탈할 

확률이 매우 높은 영역으로 강한 자극으로 가축이 최종 펜스를 이탈하

지 못하도록 한다.

Fig 2와 같이 GPS를 이용하는 가상펜스의 경우 GPS 오차와 

자극이 가축에게 전해지는 시간이 때문에 fig 2의 2,3번과 같은 경개지

역이 필요하다. 경계영역을 이용하는 경우 매우 넓은 방목지에서는 

위의 손실은 큰 의미가 없으나 비교적 방목지가 좁은 곳에서는 많은 

손실을 가져온다. 심지어 방목지가 매우 좁은 상황이라면 방목을 

할 수 있는 안전영역이 경계영역보다 좁아지는 상황이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다.

III. 경계영역설정 알고리즘

1. 경계영역 설정 알고리즘

Fig. 3. Border Area

경계영역이란 fig 3에서처럼 가상펜스에서 가축들의 이탈을 방지하

기 위하여 설정하는 영역을 의미하며, 경계영역설정 알고리즘은 가상

펜스에서 가축이 가상펜스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축에게 자극이 

가해지는 지점을 설정하는 알고리즘이다. 예를 들어 fig 2의 경우 

경계영역은 2,3번 2개의 영역이 해당되며 최초의 경계영역인 2번은 

약한 자극이 시작되는 시점 3번은 강한 자극이 시작되는 시점이다. 

이와 같은 경계영역을 설정하기 위한 일반적인 알고리즘은 수식 

1과 같다. 

                ×             (1)

수식 1에서 M은 경계영역을 설정하는 거리이며, v는 가축의 최대이

동속력, s는 VFC에서 자극 신호를 발생시켜 VFD에서 최초자극이 

발생하기 까지 걸리는 시간을 의미한다. 즉, 이론적으로 가축이 이동할 

수 있는 최대 거리를 경계영역으로 설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경계영역

을 설정하는 이유는 가축이 최대 속력으로 이동하여도 가상펜스를 

이탈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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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계영역실험

(a) Device (b) Experiment

(c) Virtual Fence (d) Real Fence

Fig 4. Experiment Environment

fig 1의 가상펜스 시스템에서 경계영역을 설정을 위한 실험을 

진행하였다. 실험방법은 fig 4(c)와 같이 운동장에 가상펜스를 설정하

고 fig 4(c)의 노란색으로 나타난 부분을 fig 4(d)처럼 실제 펜스를 

설치하였다. 그리고 fig 4(a)와 같이 실험장비를 자전거에 설치하여 

실험을 진행하였다. 이동시간 및 이동거리 측정은 fig 4(b)에서 자전기

의 앞바퀴가 실제 펜스를 지나는 시점에 시간을 측정하여 자극이 

발생하는 시점까지를 측정하였다. 

실험은 약 5km/h, 10km/h, 17km/h의 속력으로 나누어 이동시간과 

이동거리를 각 10회 측정하였다. 실험결과는 Table 1과 Fig 5에서 

볼 수 있으며, 측정된 데이터의 평균을 나타낸 것이다.

속력(km/h) 측정거리(m) 시간(s) 이론거리(m)

5.12 7.444 6.129 8.703

10.16 11.642 4.591 12.946

17.13 19.128 4.538 21.555

Table 1. Experiment Result

Fig 5. Experimental result graph

Table 1에서 보면 속력과 시간을 곱하여 나온 이론거리 보다. 

실제 자전거가 이동한 거리가 짧게 나왔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fig 

5에서처럼 저속일수록 가상펜스 시스템에서 자극의 발생이 늦어짐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이유는 GPS가 이동속력이 높아질수록 정확도가 

높아지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 자전거가 가상펜스의 안전지역을 이탈

한 시점을 더욱 빨리 측정하였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또한 경계영역

을 설정하기 위한 시간 s는 실험에서 측정된 전체 데이터의 평균 

시간 5.086초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IV. Conclusions

본 논문에서는 가상펜스에서 가축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경계영

역설정 알고리즘을 제안하였고, 실험을 통하여 경계영역설정에 필요

한 요소 중 시간이 5.086초임을 실험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속력이 빠를수록 정확도가 향상되는 GPS의 특성에 따라 이동속

력이 빠를 때 가상펜스 시스템이 더 빠르게 반응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향후에는 표 1에서 나타난 이론거리와 측정거리 사이의 차이를 

줄이기 위한 연구와 실제 농장 환경에 가상펜스를 적용에 대한 연구를 

진행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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