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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재 상용화 되어 있는 치 추정 시스템은 높은 정확도로 다양한 서비스에 폭넓게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치 

추정 시스템은 실내에서 완벽하게 설치하지 않을 경우 치 추정 정확도가 매우 좋지 않은 경향을 보인다. 본 논문

에서는 Location Fingerprint 기법을 활용하여 완벽하게 설치되지 않은 치 추정 시스템으로부터 얻은 치 정보를 

보정하여 객체의 치 정확도를 향상시켜 설치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실내 치 추정 알고리즘을 제안한다. 본 

논문에서는 실내 환경에서 우수한 치 정 도를 제공하는 UWB 기반의 Ubisense 시스템을 활용하 다. 결론 으

로, 본 논문에서는 치 추정 시스템에서 측정한 객체의 치 정보를 보정함으로써 치 정확도를 향상시킬 수 있

었다.

ABSTRACT

Commercialized location estimation System with high accuracy is widely used for various services. However, if the systems aren't 

completely installed in an indoor, location estimation accuracy tend to be very poor. In this paper, indoor location estimation algorithm to 

improve the accuracy of object location, by correcting the location information obtained from a system that does not fully install, is proposed. 

In this paper, UWB-based Ubisense system that provides high position accuracy in an indoor environment was utilized. In conclusion, this 

paper was able to improve the positioning accuracy, by correcting that information about the location of the measured object in position 

estimatio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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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치 기반 서비스(Location-based Services: LBS)는 이

동통신망을 기반으로 치 추정 기술을 이용하여 사람

이나 사물의 치를 정확하게 악하고, 이를 활용하는 

응용 시스템  서비스 체를 의미한다. 최근 다양한 통

신망에서 객체의 치를 계산하는 기술이 활발하게 연

구되고 있으며 스마트 폰의 사용이 속도로 증가함에 

따라 사용자 주의 다양한 치 기반 서비스 제공의 필

요성이 증 되고 있다. 재 가장 표 인 치 추정 시

스템으로는 성 치 확인 시스템(Global Positioning 

System: GPS)이 있다. 그러나 GPS는 건물 내부에서 사용

할 수 없는 단 을 가지고 있다. 건물 내부와 같은 실내 

환경은 무선신호를 방해하는 장애물이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객체의 치를 추정하는데 어려움이 따른다. 따

라서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여 실내 환경에서 객체의 

치를 높은 정확도로 추정하는 기술에 한 연구가 활

발히 진행되고 있다[1].

재 실내 환경에서 객체의 치를 추정하기 한 

기술을 용한 치 추정 시스템과 서비스가 실생활

에서 활발히 이용되고 있다. 이러한 치 추정 시스템 

 서비스는 부분 치 정확도가 높은 경향을 보이

지만 치 추정 시스템이 올바르게 설치되지 않아 반

복 인 재설치가 필요한 경우, 객체 치 추정 정확도

가 올바르게 설치된 경우 보다 매우 좋지 않은 경향을 

보인다.

본 논문에서는 실내 환경에서 치 추정 시스템이 올

바르게 설치되지 않아 객체의 치 추정 정확도가 낮은 

환경일 경우, 치 추정 시스템이 올바르게 설치가 될 때

까지 치 추정 시스템을 반복 으로 재설치 해야 하는 

비용을 감소시키고, 치 추정 시스템에서 측정된 치 

정보를 보정함으로써 치 추정 정확도를 높일 수 있는 

실내 치 추정 알고리즘을 제안한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실내 치 추정 알고리즘에 사

용되는 실내 치 추정 시스템은 치 추정 정 도가 우

수한 UWB(Ultra WideBand)기반의 치 추정 시스템으

로 국한한다. 알고리즘은 Training 단계와 Positioning 단

계로 구성된다. Training 단계에서는 실내 환경에서 참

조 치를 설정한 후 설치되어 있는 치 추정 시스템을 

사용하여 참조 치에서의 치 값을 얻는다. 실내 환

경에 설치된 치 추정 시스템으로부터 측정된 치 값

과 실제 치 값의 차이를 데이터베이스에 구축한다. 

Positioning 단계에서는 치 추정 시스템으로부터 객체

의 치를 측정하고, 측정한 객체의 치 값과 가장 가

까운 치를 데이터베이스에서 추출한 후 추출한 치

에서 나타나는 측정 특징을 이용하여 측정 치 값을 보

정함으로써 객체의 치를 보정한다.[2]

Ⅱ. 련 연구

2.1. 삼각측량  삼변측량

삼각측량(Triangulation) 방법은 각도를 기반으로 하

여 치를 알아내는 방법으로써 기  방향에 한 각도

를 측정하여 치를 알아내는 Angle of Arrival(AOA) 기

법 등이 있다. 한편 삼변측량(Trilateration) 방법은 거리

를 기반으로 하여 치를 알아내는 방법으로써 기

으로부터의 거리를 측정하여 치를 알아내는 Time of 

Arrival(TOA) 기법과 Time Difference of Arrival(TDOA) 

기법 등이 있다.[3]

그림 1.  삼각측량  삼변측량 개념도
Fig. 1 Triangulation and Trilateration

 Conceptual diagram

 

2.1.1. AOA

AOA(도래각) 기법은 삼각측량을 이용하는 가장 

표 인 기법으로, 2개 이상의 기지국(Base Station: BS)은 

이동국(Mobile Station: MS)이 송신하는 신호를 수신하

고 신호들의 방향각을 이용하여 치를 추정하는 기법

이다. 즉, BS에 다수의 안테나가 방향별로 배치되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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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신호를 보내는 안테나의 번호를 수신하여 각 안테나

의 방향과 신호원이 만나는 곳을 MS의 치로 추정한

다. AOA 기법은 다른 삼각측량 기법과는 달리 BS간의 

동기화 시스템을 갖춘 상태에서 최소 2개의 BS로도 MS

의 치 추정이 가능하다는 장 을 갖고 있다. 이러한 장

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AOA 기법은 수신각도를 이용

하므로 BS와 MS의 거리가 매우 근 하면 객체의 치 

추정에 부 하고 BS와 MS 사이의 거리가 매우 멀어

지거나 장애물이 존재할 경우 정확도가 떨어진다는 단

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기법을 실제 용하는 데

에는 어려움이 따른다[1][4][5].

2.1.2. TDOA

TDOA(도착시간차이) 기법은 삼변측량 기법을 이

용하는 치 추정 기법  하나로 서비스 BS 신호와 2

개 이상의 인  BS신호 간의 MS 신호 도달 시간 차이

를 측정한 값으로 여러 개의 곡선이 생기게 되고, 이 

곡선들의 교 을 MS의 치로 추정하는 기법이다. 

TDOA 기법을 활용하기 해서는 최소 3개의 BS로 2

차원 치 추정이 가능하고, 4개 이상의 BS를 가질 경

우 3차원 치 추정이 가능하다. TDOA 기법은 BS 간 

신호가 도착하는 시간차로 치를 추정하기 때문에 

BS 간의 시간 동기화가 필요하지만, MS와 BS간의 시

간 동기화는 필요하지 않으므로 알고리즘 구 이 용

이한 장 이 있다. 그러나 신호 도달 시간의 정 도가 

요구되므로 신호의 다 경로 페이딩  비가시선 효

과로 인한 신호 달의 지연 문제가 발생할 경우 정확

도가 떨어질 수 있다. [그림 1]의 b는 TDOA의 동작 방

식을 보여주고 있다[6].

2.2. Location Fingerprint

Location Fingerprint 기법(이하 Fingerprinting)은 확률

론  모델링에 의한 치 추정 방법으로, 잡음  주  

환경의 정보를 이용하여 MS의 치를 추정하는 기법이

다. 경험 인 데이터를 이용하여 이미 알고 있는 BS의 

치와 치를 알고자 하는 MS와의 수신 신호 세기

(Received Signal Strength Indicator; RSSI)를 비교함으로

써 MS의 치를 추정하며, MS가 향하고 있는 방향이나 

잡음을 포함한 환경 정보까지 치 추정에 반 하기 때

문에 높은 정확도를 제공한다[3]. 

[그림 2]는 Fingerprinting의 동작 방식을 보여 다. 

Fingerprinting은 Training 단계와 Positioning 단계로 나

어 수행한다.

그림 2. Fingerprinting 개념도
Fig. 2 Fingerprinting Conceptual diagram

- Training 단계 : 환경 정보를 데이터베이스에 구축하기 

한 단계로, 데이터베이스에 장할 상인 참조 

치(Reference Point: RP)를 선정하고 RP에서 측정할 수 

있는 모든 Access Point(AP)들로부터 수신되는 RSSI값 

등의 환경정보를 RP 정보와 함께 데이터베이스에 

장한다. 이 차는 모든 RP에서 반복 수행한다. 

Training 단계를 완료하면 치 추정을 한 비가 완

료된다.

- Positioning 단계 : 구축한 데이터베이스 정보를 이용

하여 MS의 치를 추정하는 단계로, MS는 RSSI 값을 

수신하고 수신한 값은 search/matching 알고리즘을 사

용하여 Training 단계에서 구축한 데이터베이스의 데

이터와 비교하면 MS의 치와 가장 근 한 치가 추

정된다[5]. Fingerprinting은 다른 치 추정 기법들과 

달리 데이터베이스에 구축한 환경정보를 이용하여 

치를 추정 하므로 보다 정확한 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장 을 갖고 있다. 그러나 치 정확도를 높이

기 해 많은 RP를 설정할 경우 Training 단계에서 환

경을 구축하는 비용이 커질 수 있고 주변 환경이 변화

할 때마다 Training 단계를 다시 수행해야 하는 단 을 

갖고 있다. 한 데이터베이스 구성에 따라 처리 속도 

 정확도가 떨어질 수 있는 단 으로 인해 이러한 문

제를 해결하기 한 다양한 연구가 수행되고 있다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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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Ubisense 시스템

Ubisense 시스템은 UWB를 이용한 치 인식 시스

템으로 Ubisense Company에서 제작한 시스템이다. 

Ubisense 시스템은 기본 으로 Sensor와 Compact Tag, 

그리고 소 트웨어 랫폼이 설치된 Server로 구성된

다. Sensor는 array-antenna와 UWB  수신기를 포함

하여 정 하게 UWB를 측정하는 장치로써 3차원에서 

MS의 치를 찾기 해 MS로부터 UWB 펄스를 감지

한다. MS는 다양한 환경에서 사용하기 해 설계된 작

고 견고한 장치로써 사용자가 소지하고 있을 경우 3차

원에서 실시간으로 치가 측정된다. 서버는 여러 가

지 Client Software와 함께 개인용 컴퓨터(Personal 

Computer: PC)에 설치된다. Client PC가 서버와 같은 네

트워크상에 존재할 경우 Core 서버로부터 MS와 

Sensor 정보를 받을 수 있으며 Client Software 실행이 

가능하다.

그림 3. Client PC의 Client Software 실행 조건
Fig. 3 Client PC running conditions for Client 

Software

  

[그림 3]은 Client PC와 Sever의 연결 구조를 도식화한 

것이다. Ubisense 시스템은 기존에 UWB 9GHz 역을 

사용하지만 국내에 매하는 시스템은 7GHz 역으로 

변경하여 매하고 있다. Ubisense 시스템은  AOA기법

과 TDOA기법을 사용하여 치를 추정하기 때문에 2차

원  3차원 공간에서의 치 추정이 가능하고 치 정

확도가 3차원 공간에서 이론상 15cm 이내로 치 정확

도가 뛰어나다[9][10]. 

Ⅲ. 제안하는 실내 치 추정 알고리즘

3.1. 제안하는 실내 치 추정 알고리즘

본 논문에서는 실내 환경에서 Ubisense 시스템을 이

용하여 측정한 객체의 치 값을 Fingerprinting을 활용

하여 보정함으로써 객체의 치 추정 정확도를 향상시

키는 알고리즘을 제안한다. 일반 으로 Fingerprinting은 

Training 단계에서 각 RP로부터 RSSI 값을 수집하여 데

이터베이스에 구축하고 Positioning 단계에서는 Training 

단계에서 구축한 데이터베이스 정보를 활용하여 객체

의 치를 추정하는 반면,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알고리

즘의 Training 단계에서는 각 RP의 실제 치 값과 

Ubisense 시스템으로부터 측정한 객체의 치 값을 이용

하여 실제 치 값과 측정 치 값의 차이를 데이터베이

스의 정보로 구축하고 Positioning 단계에서는 Training 

단계에서 구축한 데이터베이스 값으로 Ubisense 시스템

으로부터 측정한 객체의 치 값을 보정하여 객체의 

치 추정 정확도를 향상시키는 방법이다. 본 논문에서 제

안하는 실내 치 추정 알고리즘에 한 개념은 [그림 4]

와 같다[11].

3.2. 제안하는 실내 치 추정 알고리즘 설계  구

제안하는 실내 치 추정 알고리즘을 설계  구 하

기 하여 필요한 주요 요소를 [그림 4]의 아래와 같이 

모듈화 하여 구성하 다. [그림 4]의 “Module”은 알고리

즘을 구성하는 주요 요소를 나타내고 “Technology”는 각 

모듈에서 사용하는 주요 기술을 나타낸다. 알고리즘은 

총 3개의 모듈로 구성된다.

3.2.1. Environment Information Collection 모듈

본 모듈은 Fingerprinting의 Training 단계에서 활용

하는 모듈로써 치 추정에 필요한 정보를 데이터베

이스에 구축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Training 단계에서

는 RP의 실제 치 값과 Ubisense 시스템에서 RP의 

치를 몇 차례 측정한 후 계산한 평균값, RP의 실제 

치 값과 계산된 평균값의 차이 값으로 데이터베이스

를 구축한다.

3.2.2 Ubisense Location Estimation 모듈

본 모듈은 Fingerprinting의 Training과 Positioning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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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에서 모두 활용하는 모듈이다. Training 단계에서는 

각 RP에서 Ubisense 시스템으로 측정한 객체의 치 값

을 몇 차례 수집하여 평균값을 계산한 후 데이터베이스

에 삽입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Positioning 단계에서는 

객체의 치를 요청할 때 Ubisense 시스템으로 객체의 

치를 몇 차례 측정한 후 평균값을 계산하여 계산된 

평균값과 거리 상 가장 가까운 RP(Reference  Point)의 

치를 검색하고, 그 치에서의 실제 치 값과의 차

이 값을 검색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Training 단계에서 

UP의 치 값을 삽입할 때 Ubisense Company에서 제공

하는 소 트웨어와 Microsoft .NET기반의 API  제

소스를 활용하여 개발한 응용 로그램을 사용하여 객

체의 치 값을 몇 차례 측정하고 측정한 값들의 평균

값을 계산한다.

그림 4. 제안하는 실내 치 추정 알고리즘 
개념도  모듈

Fig. 4 The proposed Conceptual diagram of an 
Indoor Location Estimation algorithms and modules

3.2.3. Location Information Calculation 모듈

본 모듈은 Fingerprinting의 Positioning 단계에서 활용

하는 모듈로써 Ubisense Location Estimation 모듈에서 측

정한 객체의 치 측정 평균값을 활용하고, Environment 

Information Collection 모듈에서 구축한 UP 정보를 활

용하여 Ubisense Location Estimation 모듈에서 측정한 

객체의 치 값을 보정한다. 보정은 Ubisense 시스템에

서 객체의 치를 몇 차례 측정한 후 평균을 계산하고, 

계산한 객체의 치 측정값과 Training 단계에서 구축

하여 데이터베이스에서 보 하고 있는  LOCATION_ 

INFORMATION테이블의 UP 정보 값을 비교하여 

Ubisense 시스템에서 측정한 객체의 치와 거리가 가장 

가까운 치에서의 치 상 측정 특징을 추출한다. 마지

막으로 Ubisense 시스템에서 측정한 객체의 치 값에서 

나타나는 측정 특징을 용시킴으로써 객체의 치 보

정을 완료한다.

3.2.4. 데이터베이스 설계

Fingerprinting를 활용하여 객체의 치를 추정 하는 

것은 데이터베이스 구성에 따라 처리 속도  정확도에 

향을 미치므로 치 추정에 사용되는 정보를 복잡하

지 않고 명확하게 정의하는 것을 목표로 설계하 다. 

[그림 5]는 실내 치 추정에 활용되는 정보로 구성한 데

이터베이스 개체- 계 다이어그램(Entity-Relationship 

Diagram:ERD)이다. 

그림 5. Fingerprinting 데이터베이스 구성
Fig. 5 Fingerprinting Database configuration

[그림 5]의 REFERENCE_POINT 테이블은 RP의 실제 

치 값을 리하는 테이블로써 Training 단계 기에 

RP를 선정하여 각각의 실제 치값을 데이터로 유지한

다. LOCATION_INFORMATION 테이블은 Location 

Information Calculation 모듈에서 치를 추정할 때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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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정보를 리하는 테이블로써, RP 정보를 

REPERENCE_POINT 테이블의 RP_ID로 참조하여 참조

한 RP의 실제 치에서 Ubisense 시스템으로 몇 차례 측

정한 값의 평균을 삽입하고, RP의 실제 치 값과 

Ubisense 시스템으로 측정한 치 평균값의 차이를 계산

하여 LOCATION_INFORMATION테이블에 삽입한다. 

V_REQUEST_INFORMATION은 데이터베이스를 구성

하는 테이블이 아닌 뷰로서 테이블의 모든 정보를 가진

다. 사용자 응용 로그램에서 데이터베이스 테이블의 

모든 정보를 검색할 경우 뷰를 사용하면 로세스 처리 

비용을 이는 효과를 볼 수 있다. [표 1]은 테이블에서 

사용하는 각각의 칼럼을 설명한다.

칼럼명  설명

RP_ID  참조 치를 식별하는 식별자

RP_X  참조 치의 실제 치 정보 : X 좌표

RP_Y  참조 치의 실제 치 정보 : Y 좌표

RP_Z  참조 치의 실제 치 정보 : Z 좌표

RP_ID
 REFERENCE_POINT 테이블의 RP_ID를

 참조한 RP 식별자

UP_X
 Ubisense 시스템에서 측정한 치 정보

 평균 값 : X 좌표

UP_Y
 Ubisense 시스템에서 측정한 치 정보

 평균 값 : Y 좌표

UP_Z
 Ubisense 시스템에서 측정한 치 정보

 평균 값 : Z 좌표

RP_UP_X
 Ubisense 시스템의 치 측정 오차 

 : X 좌표

RP_UP_Y
 Ubisense 시스템의 치 측정 오차 

 : Y 좌표

RP_UP_Z
 Ubisense 시스템의 치 측정 오차 

 : Z 좌표

표 1. 테이블 속성 정의
Table. 1 Table Attribute definitions 

3.2.5. 사용자 응용 로그램 구성 설계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실내 치 추정 알고리즘은 응

용 로그램에서 Training 단계와 Positioning 단계를 수

행할 수 있도록 구성하 다.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응용

로그램의 화면 구성은 사용자가 응용 로그램을 편

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한다. 따라서 제안

하는 실내 치 추정 알고리즘을 수행하는 응용 로그

램 화면 구성을 [그림 6]과 같이 설계 하 다. 사용자 응

용 로그램은 Fingerprinting의 Training 단계에서 사용

하는 화면과 Positioning 단계에서 사용하는 화면으로 구

성된다.

그림 6. 사용자 응용 로그램 이아웃 설계
Fig. 6 User application layout design

 

[그림 6]의 a는 실내 환경을 구축하는 Training 단계의 

차를 수행하는 구성요소를 나타낸다. Reference Point

를 설정하는 부분은 실제 환경에서 설정한 RP정보를 입

력한 후 데이터베이스에 장하고, 사용자가 재 데이

터베이스에 장되어 있는 RP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하 다.

UP를 설정하는 부분은 재 데이터베이스에 장된 

RP를 선택하도록 하고, 그 치에서 Ubisense 시스템으

로 측정한 객체의 치 평균값과 오차 정보를 데이터베

이스에 장할 수 있도록 구성하 다. [그림 6]의 b는 객

체의 치를 측정  보정하는 화면 구성을 도식화 한 것

으로써 Positioning 단계의 차를 수행하는 구성요소를 

나타낸다. Training단계를 완료한 후 본 화면에서 객체의 

치를 추정할 수 있도록 하 다. 사용자는 알고리즘의 

성능평가를 하여 객체의 실제 치 값을 입력함으로

써 Ubisense 시스템에서 측정한 객체의 치 오차 정보

와 측정값을 보정한 치 오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사용자는 “Ubisense System 치 측정”에서 1차로 객체

의 치를 몇 차례 수집하여 평균값을 계산한 후 “ 치 

보정”을 통하여 Ubisense 시스템에서 측정한 값을 보정

할 수 있다. 객체의 실제 치 값을 입력한 경우, “오차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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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부분에서 측정 치 오차 정보와 보정 치 오차 정

보를 출력한다.

Ⅳ. 실험  결과 분석

4.1. 실험 환경

제안하는 실내 치 추정 알고리즘의 성능 평가를 

한 실험은 한밭 학교 정보통신 문 학원 건물 5층 

511호에서 실시하 으며, Ubisense 센서와 태그간의 장

애물이 존재하지 않는 가시선 환경(Line-Of-Sight: LOS)

에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치 추정 실험을 실시

하 다. 

               

그림 7. 실내 치 추정 알고리즘 실험 환경 
Fig. 7 A simulation environment of indoor location 

estimation algorithm

[그림 7]은 실험 환경을 도식화하여 나타낸 것이다. 

실험 장소의 면 은  ×
이고 Training 단

계에서 데이터베이스에 구축해야 하는 정보인 RP를 25

개 선정하 으며, 기 을 원 으로 하여 실제 치를 

측정하고 기록하 다. Y좌표값은 [그림 7]의 기 을 

원 으로 하 기 때문에, 양수와 음수가 존재한다. 실내 

치 추정 시스템은 UWB기반인 Ubisense 시스템을 설

치하 고, 4개의 센서와 한 개의 태그를 활용하여 객체

의 치를 추정하 다. 

실험 치는 25개의 RP 에 5개를 선정하 고, 임의

의 치를 5개 선정하 다. 선정한 치는 [그림 7]에서 

확인할 수 있다. [표 2]는 RP의 실제 치 값을 나타낸다. 

RP는 X축 방향으로 90cm간격마다 측정하 고, Y축 방

향으로는 60cm간격으로 측정하여 데이터베이스에 구

축하 다.

RP
실제 치(cm)

RP
실제 치(cm)

X좌표 Y좌표 Z좌표 X좌표 Y좌표 Z좌표

1 124 135 81 14 394 15 81

2 214 135 81 15 484 15 81

3 304 135 81 16 124 -45 81

4 394 135 81 17 214 -45 81

5 484 135 81 18 304 -45 81

6 124 75 81 19 394 -45 81

7 214 75 81 20 484 -45 81

8 304 75 81 21 124 -105 81

9 394 75 81 22 214 -105 81

10 484 75 81 23 304 -105 81

11 124 15 81 24 394 -105 81

12 214 15 81 25 484 -105 81

13 304 15 81

표 2. Training 단계 Step1 - RP 실제 치
Table. 2 Training stage Step1 – RP Real Location

4.2. 실험 측정 데이터

4.2.1 Ubisense 시스템의 치별 측정특징에 한 데

이터구축

Ubisense 시스템으로 치를 측정한 후 측정한 치

에서 나타나는 측정 오차 특징을 데이터베이스 정보

로 구축하는 차가 필요하다. [표 3]은 Ubisense 시스

템으로 기에 선정한 25개의 RP의 치를 10번씩 측

정한 후 계산한 평균값을 나타낸다. 한, RP의 실제 

치 값과 Ubisense 시스템으로 측정하여 계산한 평균

값의 차이 값을 계산하여 Ubisense 시스템의 특정 치

에서 나타나는 치 값의 오차 정도를 데이터베이스

에 구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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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P

Ubisense 시스템 10번

 측정 평균값 (cm)

Ubisense 시스템 측정 

특징 RP-UP (cm)

X 좌표 Y 좌표 Z 좌표 X 좌표 Y 좌표 Z 좌표

1 131 123 36 -7 12 45

2 216 130 43 -2 5 38

3 308 126 90 -4 9 -9

4 398 131 46 -4 4 35

5 501 130 57 -17 5 24

6 131 68 60 -7 7 21

7 214 64 76 0 11 5

8 308 67 68 -4 8 13

9 395 71 75 -1 4 6

10 493 64 43 -9 11 38

11 133 16 89 -9 -1 -8

12 221 13 57 -7 2 24

13 302 9 88 2 6 -7

14 385 5 72 9 10 9

15 472 9 76 12 6 5

16 127 -50 65 -3 5 16

17 215 -51 72 -1 6 9

18 302 -51 80 2 6 1

19 401 -51 69 -7 6 12

20 482 -35 66 2 -10 15

21 120 -107 70 4 2 11

22 217 -107 72 -3 2 9

23 302 -109 72 2 4 9

24 389 -110 72 5 5 9

25 477 -106 50 7 1 31

표 3. Training 단계 Step2 - Ubisense 
시스템의 치 측정 특징

Table. 3 Training stage Step2 – position 
measurement features of the Ubisense system

4.3. 실험 결과 데이터

 4.3.1. 측정방법

1차 치 측정으로 Ubisense 시스템에서 객체의 치

를 측정한다. 이 때 사용자는 사용자 응용 로그램에서 

측정 횟수를 정할 수 있기 때문에, 측정 횟수를 크게 설

정함으로써 측정값들의 편차를 일 수 있다. 측정값들

의 편차를 임으로써 데이터베이스에 구축한 Ubisense 

시스템의 치 측정 특징 정보를 검색할 때 보다 정확한 

정보를 검색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실내 치 

추정 알고리즘은 Ubisense 시스템에서 측정 반복 횟수를 

1회, 5회, 10회 측정한 후 각각의 평균값으로 거리 상 가

장 가까운 UP 치를 선정하여, 선정한 UP 치에서 나

타나는 Ubisense 시스템의 치 측정 특징을 용하여 

치 정보를 보완하도록 한다. 실내 치 추정 알고리즘

을 실험하기 한 첫 번째 실험은, Training 단계에서 구

축한 25개의 RP 에서 선정한 5개의 치를 Ubisense 

시스템으로 측정한 후 측정한 치 값을 보정하는 것이

다. 실내 치 추정 알고리즘을 실험하기 한 두 번째 

실험은, 임의로 선정한 5개의 치를 Ubisense 시스템으

로 측정한 후 측정한 치 값을 보정한다. [표 4]는 첫 번

째 실험에서 선정한 RP 식별자의 실제 치 값을 나타낸

다. 그리고 [표 5]는 두 번째 실험에서 선정한 임의의 

치 식별자의 실제 치 값을 나타낸다.

RP
실제 치 값(cm)

X 좌표 Y 좌표 Z 좌표

1 124 135 81

7 214 75 81

13 304 15 81

19 394 -45 81

25 484 -105 81

표 4. 성능평가를 해 선정한 RP 정보
Table. 4 RP information selected for performance 

evaluation

RD
실제 치 값(cm)

X 좌표 Y 좌표 Z 좌표

1 190 74 81

2 408 130 81

3 268 4 81

4 162 -67 81

5 412 -58 81

표 5. 성능평가를 해 선정한 임의의 치 정보
Table. 5 Random position selected for performance 

evaluation

 

4.3.2. 측정방법

4.3.2.1. 5개의 RP에서 측정한 실험 결과

본 실험 정보는 25개의 RP 에 선정한 5개의 RP에

서 Ubisense 시스템으로 치 값을 측정하고 보정한 결

과를 나타낸다. [표 6]은 치 값을 나타내고 [표 7]은 거

리오차 값을 나타낸다. 한, [그림 8]은 각 치에서의 

거리 오차 정도를 도식화 한 것을 나타낸다. [표 6]과 

[표 7], [그림 8]에서 볼 수 있듯이 5개의 RP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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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방법 치 추정 값(cm)

선정 치
측정

횟수

Ubisense 시스템 

치 값
보정 치 값

RP
실제

치
X좌표 Y좌표 Z좌표 X좌표Y좌표 Z좌표

1

X 124 1 130 119 33 123 131 78

Y 135 5 130 120 34 123 132 79

Z 81 10 130 119 31 123 131 76

7

X 214 1 217 65 73 217 76 78

Y 75 5 216 66 72 216 77 77

Z 81 10 217 66 72 217 77 77

13

X 304 1 301 6 89 303 12 82

Y 15 5 301 6 90 303 12 83

Z 81 10 301 7 90 303 13 83

19

X 394 1 392 -51 68 385 -45 80

Y -45 5 392 -50 68 385 -44 80

Z 81 10 392 -51 68 385 -45 80

25

X 484 1 482 -100 59 487 -99 81

Y -105 5 480 -102 59 485 -101 81

Z 81 10 480 -102 57 485 -101 79

표 6. 5개의 RP에서 실험한 치 정보 비교
Table. 6 Comparison of experimented location 
information on the location of five RP

Ubisense 시스템으로 치를 측정하여 보정한 값들은 

정확도가 매우 우수하게 향상된 것을 볼 수 있다. 즉, 

Ubisense 시스템에서 측정한 객체의 치 값보다 제안

하는 실내 치 추정 알고리즘을 용하여 보정한 치 

추정 값의 거리 오차를 최소 5cm, 최  46cm정도 임

으로써 치 추정 정확도가 향상됨을 확인할 수 있다. 

한, 본 실험에서 X좌표와 Y좌표, Z좌표 모두 치 정

보가 보정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좌표 정보  Z좌

표 정보가 뛰어나게 보정됨을 확인할 수 있다. 본 실험

을 통하여 알 수 있는  한 가지는 치 보정 값의 정확

도 향상이 Ubisense 시스템에서 측정하는 반복 횟수에

는 향을 받지 않는 것이다. 이러한 상은 Ubisense 

시스템의 치 추정 정 도가 매우 우수한 특성 때문인 

것으로 단할 수 있다.

측정방법 정확도(cm)

RP
측정

횟수

Ubisense 시스템 오차정보 보정 치 오차정보

X좌표 Y좌표 Z좌표 오차 X좌표 Y좌표 Z좌표 오차

1

1 6 16 48 50.95 1 4 3 5.1

5 6 15 47 49.7 1 3 2 3.74

10 6 16 50 52.84 1 4 5 6.48

7

1 3 10 8 13.15 3 1 3 4.36

5 2 9 9 12.88 2 2 4 4.9

10 3 9 9 13.08 3 2 4 5.39

13

1 3 9 8 12.41 1 3 1 3.32

5 3 9 9 13.08 1 3 2 3.74

10 3 8 9 12.41 1 2 2 3

19

1 2 6 13 14.46 9 0 1 9.06

5 2 5 13 14.07 9 1 1 9.11

10 2 6 13 14.46 9 0 1 9.06

25

1 2 5 22 22.65 3 6 0 6.71

5 4 3 22 22.56 1 4 0 4.12

10 4 3 24 24.52 1 4 2 4.58

표 7. 5개의 RP에서 실험한 거리 오차 비교
Table. 7 Comparison of experimented distance error 

on the location of five RP

  

그림 8. 5개의 RP에서 실험한 거리 오차
Fig. 8 experimented distance error on the location 

of five 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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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2.2. 5개의 RP에서 측정한 실험 결과

본 실험 정보는 임의로 선정한 5개의 치인 RD에서 

Ubisense 시스템으로 치값을 측정하고 보정한 결과

를 나타낸다. [표 8]은 실험한 치 값을 나타내고 [표 9]

는 실험한 거리오차 값을 나타낸다. 

측정방법 치 추정 값(cm)

선정 치
측정

횟수

Ubisense 시스템 치 값 보정 치 값

RD
실제

치
X좌표 Y좌표 Z좌표 X좌표 Y좌표 Z좌표

1

X 190 1 193 66 73 193 77 78

Y 74 5 193 66 71 193 77 76

Z 81 10 193 66 72 193 77 77

2

X 408 1 411 123 23 407 127 58

Y 103 5 410 122 22 406 126 57

Z 81 10 411 123 24 407 127 59

3

X 268 1 267 -2 93 269 4 86

Y 4 5 268 -2 37 270 4 87

Z 81 10 267 -1 95 269 5 88

4

X 162 1 156 -71 47 153 -66 63

Y -67 5 156 -71 48 153 -66 64

Z 81 10 157 -71 50 154 -66 66

5

X 412 1 408 -61 57 401 -55 69

Y -58 5 407 -60 56 400 -54 68

Z 81 10 407 -60 54 400 -54 66

표 8. 5개의 RD에서 실험한 치 정보 비교
Table. 8 Comparison of experimented location 
information on the location of five RD

한, [그림 9]는 각 치에서의 거리 오차 정도를 도

식화 한 것을 나타낸다. [표 8]과 [표 9], [그림 9]에서 볼 

수 있듯이 5개의 RD에서 Ubisense  시스템으로 치를 

측정하여 보정한 값들은 정확도가 향상된 것을 볼 수 있

다. 즉, Ubisense 시스템에서 측정한 객체의 치 값보다 

제안하는 실내 치 추정 알고리즘을 용하여 보정한 

치 값의 거리 오차를 최소 6cm, 최  38cm정도 임

으로써 정확도를 향상시켰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한, 

본 실험에서도 Z좌표 정보가 우수하게 보정됨을 확인

할 수 있다. 

측정방법 정확도(cm)

RD
측정

횟수

Ubisense 시스템 오차정보 보정 치 오차정보

X좌표 Y좌표 Z좌표 오차 X좌표 Y좌표 Z좌표 오차

1

1 3 8 8 11.7 3 3 3 5.2

5 3 8 10 13.15 3 3 5 6.56

10 3 8 9 12.41 3 3 4 5.83

2

1 3 20 58 61.42 1 24 23 33.26

5 2 19 59 62.02 2 23 24 33.3

10 3 20 57 60.48 1 24 22 32.57

3

1 1 6 12 13.45 1 0 5 5.1

5 0 6 13 44.41 2 0 6 6.32

10 1 5 14 14.9 1 1 7 7.14

4

1 6 4 34 34.76 9 1 18 20.15

5 6 4 33 33.78 9 1 17 19.26

10 5 4 31 31.65 8 1 15 17.03

5

1 4 3 24 24.52 11 3 12 16.55

5 5 2 25 25.57 12 4 13 18.14

10 5 2 27 27.53 12 4 15 19.62

표 9. 5개의 RD에서 실험한 거리 오차 비교
Table. 9 Comparison of experimented distance error 

on the location of five RD

 

그림 9. 5개의 RD에서 실험한 거리 오차
Fig. 9 experimented distance error on the 

location of five 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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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실험에서도 치 보정 값의 정확도 향상이 Ubisense 

시스템에서 측정하는 반복 횟수에는 향을 받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실험을 통하여 5개의 RP에서 측정한 

치 정보의 정확도가 임의의 치에서 측정하여 보정

한 치 정보의 정확도보다 비교 으로 우수한 것을 확

인할 수 있다.

Ⅴ. 기  효과  향후 연구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Location Fingerprint 기법을 사

용하되 참조 치의 치 값과 기존 치 추정 시스템으

로부터 얻은 객체의 치 값, 두 값의 차이 값을 데이터

베이스의 환경 정보로 구축함으로써 객체의 치를 추

정할 경우 참조 치와 측정 치 간의 차이 으로 해당 

치에서 나타나는 치 추정 시스템의 치 측정 특징

을 반 하여 객체의 치 정확도를 향상 시킬 수 있는 실

내 치 추정 알고리즘을 제안하 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실내 치 추정 알고리즘은 사

용자의 편의를 하여 응용 로그램을 개발하 다. 개

발한 응용 로그램에서는 데이터베이스에 환경 정보 

구축을 할 수 있고, 데이터베이스에 구축된 정보를 활용

하여 치 추정 시스템에서 측정한 치 정보를 보정할 

수 있다.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는 응용 로그램을 활용

하여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실내 치 추정 알고리즘을 

용한 결과 실내 치 추정 시스템으로 측정한 치 정

확도를 향상할 수 있었으며, 특히 3차원 정보인 Z좌표의 

정확도를 향상할 수 있었다.

향후 연구에서는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알고리즘

을 기반으로 주변 환경 변화를 스스로 인지하여 처

할 수 있고, 비가시 환경에서도 높은 치 추정 정확

도를 보일 수 있도록 제안하는 알고리즘의 개선이 필

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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