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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th increasing interest in ubiquitous computing technology, an infrastructure for the short-distance wireless 

communication has been extended socially, bringing spotlight to the security system using the image or location. In 

case of existing security system, there have been issues such as the occurrences of blind spots, difficulty in recognizing 

multiple objects and storing of the unspecified objects. In order to solve this issue, zone-based location-estimation 

search system for the image have been suggested as an alternative based on the real-time location determination 

technology combined with image. 

This paper intends to suggest the search service for the image zone-based location-estimation. For this, it proposed 

the location determination algorism using IEEE 802.15.4/ZigBee’s RSSI and for real-time image service, the RTP/RTCP 

protocol was applied. In order to combine the location and image, at the event of the entry of the specified target, 

the record of the time for image and the time of occurrence of the event on a global time standard, it has devised 

a time stamp, applying XML based meta data formation method based on the media’s feature data based in connection 

with the location based data for the events of the object. Using the proposed meta data, the service mode which 

can search for the image from the point in time when the entry of the specified target was propo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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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사회 안 망을 구축을 한 실시간 상정보 

는 특정 상체의 치측 에 련한 다양한 서비

스가 제시되었고[1-3]. 그와 련된 다양한 솔루션

이 활용되고 있다. 이러한 솔루션은 부분 치추

정 정확도와 같은 성능 인 측면에 을 맞추고 

있거나 상에서 상체를 검출하는 방법에 

을 맞추고 있다[4, 5]. 

기존의 이러한 시스템들은 다음과 같은 문제

을 가지고 있다.

• 치 측  정보에 의지하는 경우： 치정보 

하나에 근거함으로써 신의성이나 정확성이 

떨어진다는 단

• 상 정보에 의지하는 경우： 상물에 한 

특성 검출이 아닌 격히 변화된 상의 물

체의 정보만을 검출함으로써, 상에서 제시

할 수 있는 정보는 극히 제한 이며 상체 

검색에 제한 임, 한, 음 지역의 발생, 다

수 객체 인식의 어려움, 불특정 다수에 한 

정보 장 등의 문제 .

이에 본 논문에서는 ZigBee의 RSSI를 이용하여 

치측 를 수행하고 이를 기반으로 보안 상정

보 검색 서비스를 제안하고, 그에 따른 구 과 성

능 분석을 통해, 제안한 시스템이 유효함을 보인다.

이를 해, IEEE 802.15.4/ZigBee의 RSSI를 이

용한 치측  알고리즘을 제안하고, 실시간 상 

서비스를 해 RTP/RTCP 로토콜을 용하 다. 

한, 치정보와 상정보를 융합하기 해 특정 

상체 진입 이벤트 발생 시 상 기록 시간, 진입 

이벤트 발생시간의 로벌 타임을 기 으로 타임스

탬 를 생성, 상체의 이벤트에 따른 치기반 특

성데이터와 연계되는 상의 특성정보 기반으로 

XML 기반 메타데이터를 생성방법을 용하 으

며, 제시된 메타데이터를 이용해 특정 상체의 진

입 시 부터 상 검색할 수 있는 서비스 방법을 

제안한다. 

2. 련 연구

2.1 치측  방법

본 에서는 치측  시스템에서 치추 을 

해 사용되는 거리 측정 기술(ranging technology)

인 RSSI를 이용한 치측  방법, ToA를 이용한 

치측  방법, TDoA를 이용한 치측  방법에 

해 기술한다.

2.1.1 RSSI를 이용한 치측  방법

RSSI(Received Signal Strength Indicator)를 이

용한 치측  방법은 AP( 는 Coordinator)에서 

수신된 단말의 신호 세기를 측정하여 이용하는 것

으로, 단말과 AP 사이에서의 신호의 워 손실 혹

은 경로 손실을 이용하여 거리를 산출하는 방식이

다. 신호의 경로 손실과 거리와의 계는 Friis의 

공식을 통해 설명된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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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의 장, 는 의 속도, 는 주 수, 

은 단말이 송신한 신호의 경로 손실을 나타낸다. 

송신한 신호의 경로 손실은 단말의 신호 송 세

기와 AP에서의 수신 신호 세기의 차에 의해서 계

산된다. 

2.1.2 ToA를 이용한 측 방법

ToA(Time of Arrival)를 이용한 치측  방법

은 치가 알려진 다수의 AP와 단말 사이의 신호 

송 시간을 측정함으로써 단말의 치를 계산하

는 삼각측량법으로 기본 인 GPS의 측  방법이

다. 원리는 아래 식과 [그림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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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ToA를 이용한 치측  방법

이 식을 사용하여 단말의 치  를 재귀  

최소자승법(LS) 등의 방식으로 계산해 낼 수 있

다. ToA 치측  방법을 이용하기 해서는 AP

와 단말 사이의 시간 동기가 이루어져야 하고 

치 오차를 최소화하기 해서는 정 한 동기화가 

필요하다[6].

2.1.3 TDoA를 이용한 측 방법

TDoA(Time Difference of Arrival)를 이용한 

치측  방법은 ToA 방식과 달리 AP들과 단말 

사이의 시각동기를 필요로 하지 않으며 AP들 간

의 시각동기만으로 측 를 할 수 있다. 아래 식과 

[그림 2]에서 볼 수 있듯이 AP들과 단말 사이의 

거리의 차는 곡선을 형성하며 곡선들의 교차

을 계산함으로써 단말의 치를 구할 수 있다.

       

            

       

            

    ⋮

       

           

TDoA 치측  방법에서는 신호 도달 시간의 

정 도가 요구됨으로 신호의 다 경로 페이딩  

비가시선 효과로 인한 신호 달의 지연 문제를 

최소화해 주어야 한다. 한, 곡선 라인이 가지

는 특성으로 인한 비선형성(non-linearity) 문제도 

고려되어야 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해 

AP의 역할을 신하거나 보완할 수 있는 추가

인 기 장치를 이용함으로써 단말에 한 보다 정

확한 치를 얻을 수 있다[7].

[그림 2] TDoA를 이용한 치측  방법

2.1.4 RSSI, TDoA, ToA 특징 분석

본 에서는 앞에서 설명한 RSSI와 TDoA, ToA

에 한 특징을 비교 분석한다. 아래 제시된 <표 

1>에서 간단히 요약하고 있다.

<표 1> RSSI, TDoA, ToA 방법 비교

방식 특징

ToA

∘타깃과 센서의 동기화 필요

∘별도의 고가 장비가 필요 없음

∘ 2～3개 이상의 고정 노드가 필요
∘단말과 고정 노드간의 시간 정  동기화 

요구

TDoA

∘고정 노드간의 시간 정  동기화  
∘단말과 고정 노드간 동기의 불필요로 

알고리즘 구  용이

∘ 달 시간 지연이라는 문제 해결
∘ 3～4개 이상의 고정 노드가 필요

RSSI

∘여러 개의 고정 노드 불필요

∘다른 방식에 비해 오차범  큼
∘신호세기에 의한 치 측

∘Cell 기반의 방식에 합

∘다른 방식에 비해 처리비용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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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근거리 치측  기술

본 에서는 치추 의 상이 되는 End-De-

vice, AP, 앙 서버 혹은 치계산 엔진으로 구성

된 치추  시스템의 구성 방식과 치추  시스

템의 구성 방식에 계없이 구 할 수 있는 Cell-ID 

방식, 삼각측량법, 핑거 린 (Finge rprinting) 등 

다양한 방식에 해 기술한다. 

근거리 치추  시스템은 두 가지 방식으로 구

성될 수 있으며, 각 구성요소의 기능은 치추  

시스템이 구성되는 방식에 따라 다소 차이가 나게 

된다. 근거리 치추  시스템은 동작하는 방식에 

따라 인 라 기반 방식  단말기 기반 방식으로 

분류될 수 있으며, 각 동작 방식에 따라 다음과 같

은 특징을 갖게 된다.

[그림 3] 인 라 기반 방식의 치추  시스템

[그림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인 라 기반 방식

의 치추  시스템에서는 선으로 표시된 것처

럼 태그가 일정한 주기로 비콘(beacon) 신호를 방

송하게 된다. 태그의 주 에 있는 액세스 포인트 

장치들은 이 신호를 수신하여 치정보를 추출한 

후 앙의 치계산 엔진에 보내게 되며, 그 결과

로 치 값 계산이 이루어지게 된다. 이 방식에서 

태그는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비콘 신호를 송하

는 기능만 수행하게 되므로 회로의 구성이 간단하

며, 모든 액세스 포인트에 해 단 한 번만 비콘 

신호를 송하면 되므로 력 소모를 일 수 있

고 비콘 신호 송 주기를 최소화 할 수 있다는 

장 이 있다. 반면, 액세스 포인트는 태그가 송신

한 비콘 신호를 수신하고 분석하여 이를 치계산 

엔진에 송해야 하므로 치추  용 액세스 포

인트 장치를 이용해야 하는 단 이 있다.

[그림 4]에 보이는 단말기 기반 방식의 치추  

시스템에서는 액세스 포인트가 일정한 주기로 비

콘 신호를 방송하게 된다. 이 신호를 수신한 태그

는 신호를 분석하여 치정보를 추출한 후 치계

산 엔진에 보내어 치 값 계산을 하게 된다. 

단말기 기반 방식에서는 태그가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클라이언트 기반 방식(Client- 

Based Architecture)라고도 불린다. 이 방식에서는 

태그가 최소 3개 이상의 액세스 포인트로부터 신

호를 수신해야 하며 그에 따른 치정보 처리 기

능을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력 소모가 커지고 

치정보 송주기가 길어져야 한다는 단 이 있

다. 반면, 상용 액세스 포인트를 그 로 사용할 수

도 있으므로, 치정보 서비스를 한 인 라 구

축비용을 최소화 할 수 있다는 장 이 있다.

[그림 4] 단말기 기반 방식의 치추  시스템

치계산 엔진에서 수행되는 치 값 계산은 Tag 

혹은 AP들이 수집한 치정보를 이용해서 수행되

며, 치추  시스템의 구성 방식에 계없이 Cell- 

ID 방식, 삼각측량법, 핑거 린 (Fingerprinting)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구 될 수 있다[8].

2.3 RTP/RTCP 로토콜

2.3.1 RTCP(Real-time Transport Control 

Protocol)

실시간 송 제어 로토콜인 RTCP는 RTP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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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터의 피드백 정보를 제공하며, 피드백 정보는 최

의 QoS를 제공하는데 사용된다. RTCP는 기본

으로 세션의 모든 참가자들에게 주기 인 제어 

패킷을 보내어 다음의 기능들을 수행한다.

•데이터 분배의 품질에 한 피드백 제공：RTCP 

Sender Report(SR)와 Receiver Report(RR)에 

의해 수행.

•RTP 소스의 식별을 한 식별자 수송

식별자：CNAME(Canonical Name)

이 두 기능은 모든 참가자들이 RTCP 패킷을 송

신할 것을 요구한다. 따라서 RTP가 많은 수의 참

가자를 수용할 수 있기 해서는 그 송신 비율이 

제어되어야 한다. 각 참가자가 모든 다른 참가자

들에게 제어 패킷을 송하기 때문에 각 참가자는 

체 참가자의 수를 악할 수 있게 된다. 이 참가

자 수를 이용해서 제어 패킷 송 간격을 조정한

다[9, 10]

1) RTCP 패킷 형식

[그림 5] RTCP 패킷 구조

RTCP 패킷은 송신자 보고(SR), 수신자 보고(RR), 

송신자 서술(SDES), 탈퇴(BYE), 응용(APP)의 5가

지 메시지 형식을 가지고 있다. RTCP 패킷은 RTP 

데이터 패킷과 비슷하게 고정부 헤더로 시작해서 

SR, RR, SDES 패킷에 따라 달라지는 가변길이의 

구조화된 요소들이 추가되게 되고 크기는 항상 32

비트 경계로 끝난다. 이러한 정렬방식과 고정부의 

길이 필드는 RTCP 패킷을 “stackable”하게 만든

다. 즉, 다수의 RTCP 패킷들로부터 복합 RTCP 

패킷을 만들어 하나의 하  로토콜 패킷으로 

송할 수 있게 한다. [그림 5]는 RTCP 패킷 구조를 

보여 다.

•Encryption Prefix：복합 RTCP 패킷이 암호화 

될 경우 32비트의 랜덤한 값이 앞부분에 포함

되게 된다.

•SR  RR 패킷：복합 RTCP 패킷의 첫 부분은 

항상 보고패킷이 치해야 한다. 즉, 수신되거

나 송신된 데이터가 없을 경우에는 비어있는 RR

을 송한다.

•SDES：CNAME을 포함하는 하나의 SDES 패

킷은 각 복합 RTCP 패킷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BYE  APP：마지막 패킷으로 송되어야 하

는 BYE를 제외한 나머지 패킷들은 어떤 순서

로도 이어질 수 있다.

네트워크 상태정보를 주기 으로 달하는 RTCP 

보고 메시지는 SR(Sender Report)과 RR(Receiver 

Report) 메시지를 통해 패킷의 개수, 수신된 패킷

의 개수, 송신자와 수신자의 평균 왕복시간 등의 

정보를 송신자에게 보내게 된다. 이러한 RTCP의 

패킷 발생간격은 5 로 제한되어 있으며 세션 내

의 참가자가 차 증가할수록 송 간격이 커지면 

흐름제어를 하는 시간간격 한 커지기 때문에 타

임스 일 문제가 발생하고 TCP 부분의 역폭

을 RTP가 차지하게 된다

2.3.2 RTP(Real-time Transport Protocol)

RTP는 오디오, 비디오  시뮬 이션 데이터와 

같은 실시간 스트리  데이터를 멀티캐스트 는 

유니캐스트 네트워크 환경에서 실시간 스트리  

데이터를 송하는 응용 서비스에 알맞은 단말-

-단말 네트워크 송 기능을 제공한다. 모든 RTP 

버퍼들은 타임스탬 를 가지고 있어서, 타임스탬

와 실제 역 인 동기화된 클럭 사이의 매핑을 

수행한다. 타임스탬 의 역할은 다양한 데이터 소

스로부터 제공되는 미디어들을 통합하는 기능을 지

5% 95%

RTCP

R

RTP

RTP 세션 역폭

SR/RR SDES(CNAME, etc.) BYE(Reason)

R：Encraptioin 32bit Integer

SR/RR, SEDS, BYE：RTCP Mess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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닌다. RTP는 자원 약을 수행하지 않으며, RTP 

역시 UDP 기반의 로토콜로서 수신 단에서는 수

신되어지는 데이터 패킷이 일정하게 알맞은 순서

로 송되었는지 알 수 없다. 그러므로 수신 단에

서는 패킷의 시 스 번호로 패킷 손실 여부를 확

인하고 타임스탬 로 데이터의 재생시 을 결정하

는 기능을 제공한다[11].

실시간 스트리  데이터를 보내기 한 RTP 데

이터 패킷 구조는 아래 [그림 6]과 같이 송된다. 

하나의 세션에서 송되어지는 미디어 데이터는 

일련의 패킷들의 집합으로 나뉘어 송되어진다. 

RTP 데이터 패킷은 구조화된 헤더부분과 실제

인 데이터를 포함하는 두 부분으로 분리되어 있다.

[그림 6] RTP 데이터 패킷 구조

RTP는 별개의 독립 계층으로 구 되기 보다는 

특정 응용에서 요구되는 정보를 제공하여 로토

콜의 처리가 응용의 처리 과정으로 통합될 수 있

도록 설계되었다. 따라서 기존의 로토콜들과는 

달리 RTP는 응용의 필요에 따라 헤더를 변경하거

나 추가하여 응용에 맞는 로토콜이 될 수 있도

록 하는 일종의 맞춤형 로토콜이다. 이 문서에

서는 RTP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모

든 응용들이 공통 으로 필요로 할 기능들만을 명

시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응용 서비스에 필요한 

RTP를 구 하기 해서는 이 문서 이외에 RTP 페

이로드의 종류와 형식을 정의하는 로 일 문서

(Profile Specification)와 페이로드의 송 방법을 

정의한 페이로드 형식 문서(Payload Format Spe-

cification)가 필요하다[12].

3. ZigBee의 RSSI 치정보기반 
보안 상정보 검색 시스템 
설계  방법

본 은 논문에서 제안한 ZigBee의 RSSI 치

정보 기반 보안 상정보 검색 시스템의 설계  

그 방법에 하여 기술한다. 이 시스템의 특징은 

특정 역에 한 ZigBee AP의 치와 상정보

의 역 정보를 결합하여 상정보 는 치정보

만에 의지하는 기존의 시스템의 제한성을 개선한

다는데 있다. 이런 목표를 달성하기 해 앞 에

서 제시한 치 측  방식  가장 비용  측면이 

감되며, 오차에 의한 오류가 고, 역별 정보 

검출이라는 목 을 달성할 수 있는 RSSI 방식을 

용하 다. 한, 상 정보와 RSSI로 측정한 

 치정보를 결합하기 해 방법을 제안하고, 

용하 다.

3.1 ZigBee의 RSSI 치정보기반 보안 상 

정보 검색 시스템 구성  시나리오

3.1.1 시스템 구성

논문에서 제안한 ZigBee의 RSSI 치정보기반 

보안 상정보 검색 시스템 구성은 아래의 [그림 

7]에서 보는 것과 같다. 

 <그림 7> 역별 치기반 상정보 검색 시스템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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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치정보기반 보안 상

정보 검색 시스템의 구성은 크게 치기반 상정

보 검색 Server 부분, 상정보와 치정보를 수

집하여 상  치기반 상정보 검색 Server로 

달하는 Data Gateway Server 부분, 치측 를 

한 ZigBee AP와 ZigBee Tag 4개의 부분으로 나

뉜다.

1) 치기반 상정보 검색 Server

치기반 상정보 검색 Server 그룹은 크게 

Data Gateway Server로부터 수집되어 달되어진 

치정보와 상정보를 데이터베이스에 장/유지

/ 리하며, 치기반 상정보 검색을 한 타임스

탬 를 생성하여 치정보와 상정보를 융합한 

XML 기반의 메타데이터를 생성/유지/ 리하는 기

능을 담당한다. 

2) 치정보  상정보를 수집/ 달하기 한 

Data Gateway Server

치정보  상정보를 달하기 한 Data 

Gateway Server는 치측 를 한 ZigBee AP의 

망 구성을 담당하고, 각 ZigBee AP와 상기기로

부터 수집되어 달되어지는 치정보와 상정보

를 취합하여 상  치기반 상정보 검색 Server

로 달하는 일을 수행한다. 

3) 치측  서비스를 한 ZigBee AP

치측  서비스를 한 ZigBee AP는 ZigBee 

Tag의 진입에 의해 치정보를 수집하여 상  계

층에 달을 수행한다. ZigBee AP는 고유한 치 

값을 가지고, 자신만이 담당하는 역을 가진다. 

ZigBee Tag의 고유 ID를 송받고, 그에 응답하

는 메시지를 ZigBee Tag로 송한다. ZigBee Tag

가 송된 응답 메시지를 통해 ZigBee AP를 선택

하고, 그에 따라 ZigBee AP는 ZigBee Tag의 ID

와 ZigBee AP의 ID를 통합하여 Data Gateway 

Server에 송한다.

4) 치측  서비스를 한 ZigBee Tag

치측  서비스를 한 ZigBee Tag는 ZigBee 

AP 역에 진입 시 Active 상태로 이되고, 자신

의 ID를 Broadcasting한다. 주 의 ZigBee AP로

부터 수신확인 메시지를 받음으로써, RSSI를 기반

으로 한 치측  알고리즘으로 자신의 치 정보 

값을 선택된 ZigBee AP에게 송신한다. ZigBee 

Tag는 주 의 ZigBee AP와 정기 으로 신호를 

주고받으며 RSSI 값을 임계 값과 비교하여 자신

의 치 정보를 항상 유지한다.

3.1.2 서비스 시나리오

ZigBee의 RSSI 치정보기반 보안 상정보 검

색 시스템을 설계하기 한 서비스 시나리오는 다

음과 같다. 여기서, 상장치로부터 송되어진 

상정보는 치기반 상정보 검색 Server에 장/

유지 되는 것으로 가정한다.

① 사용자의 ZigBee Tag가 ZigBee AP 역에 

진입 시 주변의 ZigBee AP로 ZigBee Tag의 

ID를 송한다.

② ZigBee AP는 ZigBee Tag와의 RSSI를 측정

하여 수신확인 메시지에 첨부하여 ZigBee 

Tag로 송한다.

③ 수신확인 메시지를 수신한 ZigBee Tag는 

RSSI 값을 확인하여 신호 세기가 가장 강한 

ZigBee AP로 ZigBee Tag의 ID를 송하여 

ZigBee Tag의 치변화에 따른 이동 메커

니즘을 수행한다.

④ ZigBee AP는 ZigBee Tag의 ID와 자신의 

ZigBee AP의 ID를 첨부한 치정보 메시지

를 Data Gateway Server로 송한다.

⑤ 치정보를 수신한 Data Gateway Server는 

치정보를 치기반 상 정보 검색 Server

로 송하며, 치 리 데이터베이스에 장

된다.

⑥ 치기반 상정보 검색 Server는 장된 

치정보를 가지고 상정보를 융합한 XML 

기반의 메타데이터를 생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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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Server 구성도

[그림 9] Server 상태천이도

[그림 10] Data Gateway Server 구성도

[그림 11] Data Gateway Server 상태천이도

⑦ 치정보와 상정보를 확인하고자 하는 사

용자는 치기반 상정보 검색 Server에 

속하여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다.

3.2 ZigBee의 RSSI 치정보기반 보안 

상정보 검색 시스템 기능 상세 설계

3.2.1 서버 기능 상세 설계

치기반 상정보 검색 Server는 Data Gate-

way Server로부터 수신된 치정보와 상정보를 

데이터베이스에 장/ 리하고, 치정보와 상정

보를 융합한 XML 기반 메타데이터를 생성한다. 

한, 이 정보를 이용하여 장/ 리 역할을 수행하며, 

상정보를 검색하기 한 인터페이스  서비스

를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치기반 상정보 

검색 Server는 [그림 8], [그림 9]에서 보는 것과 같

이 크게 Location Image Search Service Manager, 

Location Info. Manager, Image Info. Manager, 

GW Info. Manager, Metadata Info. Manager, Se-

arch Query Analyzer, Packet Analyzer, Service 

Provider로 구성되어 진다.

3.2.2 Data Gateway Server 기능 상세 설계

Data Gateway Server는 치측 를 한 Zig 

Bee AP의 망 구성을 담당하고, 각 ZigBee AP와 

상기기로부터 수집되어 달되어지는 치정보 

 상정보를 상  치기반 상정보 검색 Ser-

ver로 달하는 일을 수행한다. 

Data Gateway Server는 [그림 10], [그림 11]에

서 보는 것과 같이 크게 Gateway Event Mana-

ger, Location Info. Manager, Image Info. Ma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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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ZigBee AP 구성도

[그림 13] ZigBee AP 상태천이도

ger, Intermediation Module, Info. Msg. Analyzer, 

Connect Manager로 구성되어 진다. 

3.2.3 ZigBee AP 기능 상세 설계

ZigBee AP는 ZigBee Tag의 진입에 의해 치

정보를 수집하여 상  Data Gateway Server로 

달을 수행한다. ZigBee AP는 고유한 치 값을 가

지고 자신만이 담당하는 역을 가진다. ZigBee 

Tag의 고유 ID를 송받고 그에 응답하는 수신확

인 메시지를 ZigBee Tag로 송하는 기능을 수행

함으로써, 사용자의 치확인 메시지를 송할 수 

있는 망을 형성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ZigBee AP

는 [그림 12], [그림 13]에서 보는 것과 같이 크게 

AP Event Manager, Location Msg. Analyzer, Lo-

cation Ack Msg. Generator, Location Info. Msg. 

Generator, Connect Manager로 구성된다.

3.2.4 ZigBee Tag 기능 상세 설계

ZigBee Tag는 Event Scheduler에 의해 Active 

상태로 이되고 ZigBee AP 검색을 해 자신의 

ID를 Broadcasting한다. 주 의 ZigBee AP로부터 

수신확인 메시지를 받음으로써 RSSI 값이 가장 

큰 ZigBee AP로 ZigBee Tag의 ID를 송하는 일

을 수행한다.

[그림 14] ZigBee Tag 구성도

[그림 15] ZigBee Tag 상태천이도

ZigBee Tag는 [그림 14], [그림 15]에서 보는 것과 

같이 크게 End-Device Event Manager, Lo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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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k Msg. Analyzer, Location Msg. Generator, 

Connect Manager로 구성되어 진다.

3.3 ZigBee RSSI를 이용한 치측  알고리즘

본 에서는 ZigBee의 RSSI 치정보기반 보안 

상정보 검색 시스템에서 치측  서비스를 지

원하기 해 ZigBee의 RSSI를 기반으로 한 치

측  알고리즘에 해 기술한다.

[그림 16] RSSI 기반 치검출 단계 

[그림 17] RSSI 기반 치측  알고리즘

ZigBee의 RSSI 치정보기반 보안 상정보 검

색 시스템에서 치측  알고리즘은 [그림 16], [그

림 17]과 같이 ZigBee 신호 세기에 의해 기 등록

된 치정보를 이용하여 추출하는 RSSI 기반 치

정보 추출 알고리즘을 사용한다. 본 논문에서 용

한 치측  알고리즘은 ZigBee Tag의 동작을 

심으로 Boot State, 치정보를 달하는 Active 

State와 Idle Time 동안 Sleep하는 Sleep State로 

구분된다.

•Boot State 동작

∘ZigBee Tag Boot 시 ZigBee AP로 Associa-

tion을 한 Beacon Request 수행, Beacon 

Response의 세기에 따라 가장 강한 ZigBee 

AP로 Association을 실시.

∘ZigBee AP로 Association을 한 차가 5회 

동안 실패할 경우 단말은 Sleep 모드로 진입.

∘Association 후, 해당 ZigBee AP로 Destina-

tion Address 설정, Active State를 수행.

•Active State 동작

∘ZigBee Tag는 Location Message(ZigBee Tag_ 

ID)를 설정된 ZigBee AP에 달하고 ZigBee 

AP는 Location Message에 한 RSSI를 측

정하여 Ack Message에 첨부하여 ZigBee Tag

에 송신.

∘Ack Message를 수신한 ZigBee Tag는 Ack 

Message 수신 동작을 실시.

∘Location Message에 따른 Ack가 없을 경우, 

Idle Time 동안 Sleep State 동작을 수행 후, 

Location Message를 Broadcasting 동작 실시.

•Location Message Broadcasting 동작

∘Location Message를 Broadcasting하고, Ack 

Message를 보내온 ZigBee AP 에 RSSI 값

이 가장 큰 ZigBee AP를 선택. 

∘Location Message(to ZigBee AP)를 달한 

후, Ack Message 수신 동작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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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k Message 수신 동작

∘Ack Message의 Ack의 RSSI 값을 확인하여 

Low_Threshold(ex：-65dBm) 이상인 경우, 

Idle Time(3 ) 동안 Sleep State 동작을 실시.

∘Low_Threshold 이하 일 경우, 기존 ZigBee 

AP 역에서 벗어난 것으로 간주.

∘다른 ZigBee AP가 근처에 있는지 확인하기 

해 Location Message를 Broadcasting.

3.4 치측  정보기반 타임스탬  생성 방법

본 에서는 ZigBee의 RSSI 치 정보기반 보안 

상정보 검색 서비스를 지원하기 한 타임스탬

 생성 방법에 하여 기술한다. 본 논문에서 제

안한 타임스탬 는 특정 상체 진입 이벤트 발생 

시 상 기록 로벌 타임과 진입 이벤트 발생시간

의 로벌 타임을 기 으로 생성한다. 

1) 상기록 로벌 타임 기  타임스탬  생성

ZigBee의 RSSI 치 정보기반 보안 상정보 검

색 서비스는 특정 상체의 정해진 역의 진입 

이벤트에 따른 상 검색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목

이 있다. 이러한 목 을 달성하기 해서는 다

수 설치된 상장치로부터 장되는 상 기록의 

로벌 타임 기 이 필요하다. 그 기 을 명확히 

하기 해 아래 [그림 18]과 같이 상장치로부터 

상 데이터를 송 받는 Data Gateway Server의 

시간을 로벌 타임으로 선정하여, 각 지역별 설치

된 상 데이터의 기  시간을 정한다. 

  [그림 18] 상 장 시간과 진입 이벤트 시간 
동기화 과정

상기록 로벌 타임 기  타임스탬 는 Data 

Gateway Server에 상장치로부터 상데이터가 

들어오는 시 에 해당 Data Gateway Server의 시

간에 의해 치기반 상정보 검색 서비스 Server

의 상정보 리 DB에 기록되어 지며, 정해진 타

임스탬 는 장된 상데이터의 일 이름으로 

사용된다.

 [그림 19] 상기록 로벌타임 기  타임스탬  
생성방법

2) 특정 상체 진입 이벤트 발생시 타임스탬  

생성

ZigBee의 RSSI 치정보기반 보안 상정보 검

색 서비스를 제공하기 해서 특정 상체 진입 이

벤트를 감지할 수 있어야 하고, 이벤트 발생시 과 

연계되는 상정보를 검색할 수 있어야 한다. 이

를 해 상기기가 설치된 지역에 ZigBee AP를 

설치하여 상 가시화 역과 ZigBee RSSI를 이

용한 역구분을 동기화 시켜야 한다. 한, 상

기기의 기록시간과 상체의 치기반 진입 이벤

트의 타임스탬 를 동기화시켜야 한다. 

  [그림 20] 특정 상체의 진입 이벤트 발생 시 
타임스탬  생성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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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산된 타임스탬

  ： 상체의 진입 이벤트시간

  ： 상 장 시작시간

타임스탬  생성은 의 [그림 20]에서 보는 바와 

같이 Data Gateway Server의 시간을 로벌 타임

으로 설정하고, 상기기에서 송된 상데이터의 

기록시간을 기 으로 상체의 진입 시간에 따라 

타임스탬 를 생성한다. 참조된 상 장시간, 연

산된 이벤트 발생시간에 따라 의 식을 이용하여 

타임스탬 를 생성한다. 생성된 타임스탬 의 값

과 메타데이터에 상체  역, 이벤트 발생시

간을 메타데이터에 상체  이벤트별 기록한다.

3.5 치정보기반 보안 상정보 검색을 한 

메타데이터 구조 설계

본 논문에서 제안한 ZigBee의 RSSI 치정보기

반 보안 상정보 검색서비스를 제공하기 해서

는 특정 상체의 이벤트에 따른 치 기반 특성

데이터와 상체의 상정보가 기록된 상 데이

터간의 연  정보가 필요하다. ZigBee의 RSSI와 

ID를 이용한 특정 상체의 치기반 특성데이터

와 이와 연계된 상 발생 정보로 구성한 XML 기

반의 메타데이터를 설계 하 으며, 치정보와 

상정보를 융합한 XML 기반의 메타데이터는 그림 

21과 같은 구조로 구성된다.

아래의 [그림 21], <표 2>에서 제시된 것과 같이 

XML 기반의 메타데이터는 상체의 치이동, 특

정 역의 진입에 따른 이벤트 정보와 그 상체

의 상정보가 기록된 상데이터의 특성데이터로 

구성되어 있다. 아래에 제시한 메타데이터의 구조

에서 볼 수 있듯이 치정보와 상정보를 융합하

여 상 검색 서비스를 제공하기 하여 특정 

상체 치 정보(TagID-APID, TagName)와 고정

된 역의 치정보(APZone-APID), 상 기록정

보(ImageName-ImagePath), 상과 특정 상체

의 이벤트 연 정보(Timestamp-Time)를 이용한

다. 특정 상체가 상장비와 Zigbee AP가 설치

된 고유 역 진입 이벤트에 따른 에서 기술한 

특정 상체 치정보, 고정된 역의 치정보, 

상기록정보, 상과 특정 상체의 이벤트 연 정

보가 XML 형태의 메타데이터로 생성된다.

<!ELEMENT metadata(meta)*>
<!ELEMENT meta(APID, APZoneName, TagID, 

TagName, ImageName, ImagePath, Timestamp, 

Time)>
<!ATTLIST meta genre CDATA #REQUIRED)>

<!ELEMENT APID(#PCDATA)>

<!ELEMENT APZoneName(#PCDATA)>
<!ELEMENT TagID(#PCDATA)>

<!ELEMENT TagName(#PCDATA)>

<!ELEMENT ImageName(#PCDATA)>
<!ELEMENT ImagePath(#PCDATA)>

<!ELEMENT Timestamp(#PCDATA)>

<!ELEMENT Time(#PCDATA)>

[그림 21] XML 기반의 메타데이터의 DTD 구조

<표 2> XML 기반의 메타데이터 구성

태그명 이벤트(Event) 설명

APID 특정 역에 진입했을 때 역 ID

APZone 특정 역에 진입했을 때 역

TagID
특정 역으로 상체가 
이동했을 때

상체 ID

TagName
특정 역으로 상체가 
이동했을 때

상체

ImageName 상 장 시작시간 변경 상 이름

ImagePath 상 장 시작날짜 변경 상 장경로

Timestamp 특정 역에 진입했을 때 타임스탬

Time 특정 역에 진입했을 때 진입시간

3.5 치정보기반 상정보 검색을 한 데이

터베이스 구조 설계

치기반 상정보 검색 Server는 기 등록된 Zig 

Bee AP_Info, ZigBee Tag(Tag_Info)에 한 치

정보와 ZigBee Tag와 매칭되는 User_Info를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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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치정보 로그에 장하고, Image_Info( 상

기기 정보)에 한 보안 상정보는 보안 상정

보 로그에 장한다. 

[그림 22] 데이터베이스 구조 설계

4. ZigBee의 RSSI 치정보기반 
보안 상정보 검색 시스템 
구  결과

본 에서는 ZigBee의 RSSI 치정보기반 보안 

상정보 검색 시스템 구 결과에 해 기술한다. 

[그림 23]은 ZigBee의 RSSI 치정보기반 보안 

상정보 검색 시스템의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보인다.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실시간 치정보, 실시간 

상정보, 치정보와 상정보 융합에 따른 역별 

치기반 상정보 검색 서비스 화면으로 구성하 다.

 [그림 23] 치기반 상정보 검색 시스템 사용자 
인터페이스

[그림 24]는 상장치 4 를 이용한 실시간 상

정보 구 화면을 보인다. 각 상은 30분을 기 으

로 상을 장하고 .Net Framework 기반의 RTP

를 용한 실시간 상정보 시스템을 구 하 다. 

[그림 24] 실시간 상정보 서비스화면

[그림 25]는 치정보  상정보 융합에 따른 

상정보 검색 구 화면을 보인다. 의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 상정보+특정날짜”의 키워드를 사

용하여 특정 상체의 이벤트에 따른 필수 치정

보의 특성데이터와 그것과 연계되는 상의 특성

정보를 추출한 XML 기반의 메타데이터를 이용하

여 선택된 상에서 특정 상체의 출  시 부터 

상을 검색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림 25] 치  상정보 융합에 따른 상정보 
검색 서비스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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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6] RSSI와 거리의 계

5. 시스템 성능 분석  결과： 
RSSI 측정 거리와 상 역의 
상 계

본 에서는 ZigBee의 RSSI 치정보기반 보안 

상정보 검색 서비스를 지원하기 해서는 ZigBee

의 RSSI를 이용한 치검출 서비스 역과 상

장치의 가시 역을 일치 시키는 것이 요한 이슈

이다. 역 구분 시 상장치의 실 가시 역의 특

성상 주변 환경  설치환경에 향을 받게 되고, 

역의 구분이 상장치에 종속 으로 설정되기 

때문이다. 주변 환경  설치환경에 종속 인 

상장치 역에 따른 치검출 서비스 역과 가시

역을 일치시키기 해 RSSI와 거리(Distance)의 

계를 분석하 다.

RSSI와 거리의 계를 알아보기 한 실험 환

경은 다음과 같다.

•ZigBee AP 설치 높이：1.5m 

•ZigBee Tag Transmission Power：-30dBm

•RSSI Low_Threshold：0dBm∼-100dBm

•Antenna：Omni Antenna

의 실험 환경에서 ZigBee Tag와 ZigBee AP간

의 안정 인 통신 유효거리를 알아보기 해 Zig 

Bee Tag의 Low_Threshold 값을 변경해 ZigBee 

Tag의 거리별 이동에 따른 해당 ZigBee AP 선택 

시 안정 인 통신 유효거리를 측정하 다. 측정한 

결과는 20회를 1세트로 하여 통신 유효거리의 평

균을 구하 다. 

실험 결과 [그림 26]에서 보는 것과 같이 Low_ 

Threshold 값이 -50dBm일 때 1∼5m, -65dBm 일 

때 1∼7m, -80dBm일 때 1∼10m의 통신 유효거

리를 보 고, Low_Threshold 값이 -40dBm 이하 

-80dBm 이상은 sensitivity의 향(noise, 통신에

러 등)을 받아 Low_Threshold 값을 변경하여도 

통신 유효거리 범 에 크게 향을 미치지 않았다. 

A：-50dBm <= RSSI >= -55dBm 

B：-55dbm <= RSSI >= -60dBm

C：-60dBm <= RSSI >= -65dBm

D：-65dBm <= RSSI >= -70dBm

E：-70dBm <= RSSI >= -75dBm

F：-75dBm <= RSSI >= -80dBm

         <표 3> 상장치의 가시 역에 따른  
Low_Threshold 설정

가시
역(m)

 RSSI 범

A B C D E F

1 ○ ○ ○ ○ ○ ○

2 ○ ○ ○ ○ ○ ○

3 ○ ○ ○ ○ ○ ○

4 ○ ○ ○ ○ ○ ○

5 ○ ○ ○ ○ ○ ○

6 × ○ ○ ○ ○ ○

7 × × ○ ○ ○ ○

8 × × × ○ ○ ○

9 × × × × ○ ○

10 × × × × × ○

6. 결  론

본 논문에서는 ZigBee의 RSSI를 이용한 치측

 기술과 실시간 상정보를 활용하여 특정 상

체에 한 치정보기반 보안 상정보 검색 시스

템을 제안하 다. 이를 통해, 기존의 상정보를 

활용한 검색 시스템에서 상 장 시간, 장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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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해 발생될 수 있는 상물에 한 특성이 결

여된 상정보 제공이라는 문제 을 해결하 다. 

이를 해결하기 한 방법으로 치정보와 상정

보를 융합하기 해 치정보에 의한 타임스탬

를 생성하여 XML 메타데이터를 생성하는 방법을 

제시하 으며, 생성된 XML 메타데이터를 이용한 

치정보기반 보안 상정보 검색 서비스 방법을 제

안하 다. 한, 제안한 방법의 유효성을 검증하기 

해 ZigBee의 RSSI 치정보기반 보안 상정보 

검색 시스템을 설계하여 구 함으로써 본 논문에서 

제안한 치정보기반 보안 상정보 검색 시스템

의 실  가능성을 보 다. 

이러한 목 의 달성 여부를 평가하기 해 RSSI

에 의해 구분되는 역정보와 상장치의 가시 역

에 따른 서비스 가능 범 를 제시함으로써, ZigBee

의 RSSI 치정보기반 보안 상정보 검색 시스

템의 유효성을 보 다. 특히, 해당되는 역의 구

분에 있어서 IEEE 802.15.4/ZigBee의 RSSI를 이

용하여 서비스 역을 구분함으로써, 특정 역에

서 특정 상체의 치정보와 특정 역에서 장

된 상정보를 융합하고, 치정보를 이용한 특정 

상체 검색 서비스가 가능함을 보 다. 한 

상정보 검색 시 발생되는 시간의 비효율성  비

즉시성의 문제 을 해결하고, 선택  상체에 

한 상정보의 검색의 용이성을 제공함을 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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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네트워크, 유비쿼터스 컴퓨팅, 모바일 컴퓨팅 등이다.

정  지 (yjchung@wku.ac.kr)

연세대학교 전기공학과에서 학사, 공학 석사와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1984년부터 1987년까지 금성계전(주) 연구소 주임 연구원, 1987년부터 
1993년까지 삼성 종합기술원 소재부품 연구소 선임 연구원, 1993년부터 
1995년까지 한국 전자 통신 연구소 이동통신 기술 연구단 무선 제어 연구
실 선임 연구원, 현재 원광대학교 컴퓨터공학과 정교수로 재직 중이다. 주
요 관심분야는 이동통신 네트워크, 센서 네트워크, 텔레매틱스, LBS, 모바
일 컴퓨팅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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