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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ecently, though it was developed several services using the context-awareness technology of IoT, 

there exist also obstacles for high quality service. Specifically it is short the study for uncertainty of 

context-awareness. This study focused on understanding the effect of frequency interference among 

several environmental factors for location determination  to increase precision of location determination.

  It was found that frequency interference between devices using 2.4Ghz frequency effect on the 

location determination precision. It was resulted that frequency interference increase the error of 

location determination precision. Then, we confirmed that it was required the suitable compensation 

method corresponding to frequency inter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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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상황인식(인지)기술(Context awareness)이란 이용

자의 생활패턴/생체신호/주변환경 등을 분석하여 상황

에 맞게 최적화된 기능을 도출함으로서 사용자의 요구

를 사전에 예측 및 제시하는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기술을 의미한다. 상황인식 기술은 사용자 자신에 대한 

모든 데이터뿐만 아니라 사용자와 주변환경과의 상호

작용으로 나타나는 모든 데이터를 분석하여 사용자의 

요구에 맞는 최적의 의사결정을 분석하고 예측할 수 

있도록 하는 인공지능의 개념이 가미된 기술이다. 

  최근 IoT를 활용한 상황인식 기술을 적용한 다양한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새로운 서비스들이 개발되고 있

지만 높은 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에는 걸림돌이 있

는 상황이다. 국내의 경우 서비스 확산을 위해 통신사

들과 연구기관들을 중심으로 개방형 플랫폼 개발과 유

무선 통신 및 네트워크 기술, 서비스 인프라 등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나 이러한 기술들을 활용한 서비

스 확산을 저해하는 요소인 상황인식의 불확실성에 대

한 연구는 부족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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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자의 상황을 파악하는데 흔히 사용되는 위치정

보에 초점을 맞춰 보면 컨텍스트를 수집하는 단계와 

위치정보를 추론모델에 입력하여 사용자의 상황을 파

악하게 된다. 위치정보는 실외의 경우 GPS를 이용하여 

비교적 정확하게 측위할 수 있지만 GPS 사용이 불가

능한 실내의 경우 RSSI, 초음파, 적외선, 영상을 기반

으로 하는 측위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측위를 위

한 추가 인프라 구축이 필요없는 RSSI 기반의 측위가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전파특성을 고려하여 

정확한 실내측위를 위한 방법 중 하나로 핑거프린트가 

있으나 전파 맵을 구축해야하는 어려움과 전파 맵 구

축 당시의 무선신호와 측위 시 무선신호가 차이에 따

른 오차 등의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상황인식에 사용되고 있는 위

치정보의 정확도 향상을 위해 여러 환경 변수 중 전파

간섭이 측위 오차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2.1 위치정보를 활용한 상황인식

  국내 스마트폰의 보편적인 사용 및 유비쿼터스 환경

이 확산되면서 사용자 위치정보를 활용한 상황인식 기

술이 늘어나며 다양한 영역에서 적용을 하고 있다[6].

  Alejandro Rangel 박물관은 위치정보로 관람객의 

상황을 인식하여, 관람물의 해설 및 관련 정보 등을 제

공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5]. 또한 위치정보를 

활용한 상황인식위치인식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여 실

시간 위치정보 및 교통상황을 파악하며 사용자의 위치

정보와 병원에서 제공하는 실시간 진료정보를 활용하

여 사용자의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안

을 제공하는 등 위치정보를 활용한 상황인식의 적용 

범위는 늘어 가고 있는 상황이다[6][7].

  하지만 상황인식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중증 환자의 

바이탈 사인, 모션, 위치를 이용한 telehomecare와 같

은 상황인식 응용서비스에서 사용자가 심각한 부상 또

는 사망 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정보의 유

효성을 의심해 직접 확인 작업을 수행하여 인식 기술

을 사용하는 의미를 반감시킬 수 있는 등 상황인식 서

비스 확산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8].

2.2 전파간섭이 미치는 영향

  동일한 주파수 대역을 사용하는 이종 센서들간 미치

는 영향에 대한 연구 중 2.4Ghz 대역의 주파수를 사용

한 연구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시뮬레이션을 이용한 모의실험을 실시한 연구로는 

무선랜과 블루투스, 전자레인지에 의한 간섭이 센서노

드의 성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와 IEEE 

802.11b/g와 IEEE 802.15.4 간의 영향 연구 등이 있

으며, 연구를 통해 동일한 주파수 대역을 사용하는 기

기들의 성능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알 수 있다[3][9].

  모의실험이 아닌 실측을 통해 영향을 알아본 연구에

는 무선랜에 의한 간섭이 있는 환경에서 센서노드의 

RSSI와 패킷손실을 파악한 연구가 있다. 또한 UWB와 

무선랜 간의 전파간섭 영향, RFID 리더간의 전파간섭 

영향 등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었다[1][2][9]. 이러한 

연구의 결과로 동일한 주파수 대역의 전파간섭으로 

RSSI에 영향을 미치고, 데이터 전송 손실을 발생시키

며, 센서의 인식 거리가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다.

3. 본 론

3.1 테스트 개요

3.1.1 테스트 환경 및 장비

  동일한 주파수 대역의 무선신호로 인해 발생하는 센

서데이터의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테스트를 실시하였다.

  테스트는 실내에서 진행하였고, 이미 주변에서 사용 

중인 Wi-Fi AP로 인해 2.4Ghz 대역의 주파수가 다수 

확인되는 환경이다. 

  테스트에 사용한 H/W는 독일 Natotron 

Technologies사의 2.4GHz ISM 대역의 RFID 리더와 

태그를 사용하여 시스템을 구성하였다. RFID 리더는 

SDS-TWR(Symmetric Double Sided-Two Way 

Ranging) 거리측정 플로토콜을 통해 태그와의 거리를 

측정한다. 따라서 RSSI 기반의 장비 보다는 보다 높은 

정확도의 거리측정이 가능하다. RFID 리더는 4개의 

AP 노드와 PC와 통신하기 위한 Sink 노드로 구성하

였고, 태그는 Mobile 노드로 구성하였다.

  정확한 테스트를 위해서는 2.4Ghz 대역의 주파수가 

수신되지 않는 환경에서 실시해야하지만 테스트 환경

에서 차폐는 불가능하였다. 따라서 전파간섭의 영향을 

증가시키기 위해 테스트 환경 주변에 Wi-Fi AP를 추

가로 설치하여 간섭영향을 증가시켰다.

3.1.2 테스트 시나리오

  테스트는 3가지의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진행하였다. 

  첫 번째 시나리오는 일반적인 환경에서의 테스트로

써 2.4Ghz 대역의 주파수가 다수 수신되지만 테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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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주변에 Wi-Fi AP를 추가로 설치하지 않은 상태

를 말한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일반적인 환경에 Wi-Fi AP를 

추가로 설치하여 간섭영향을 증가 시킨 상태를 말한다.

  세 번째 시나리오는 두 번째 시나리오의 환경에서 태

그의 위치와 근접한 Wi-Fi AP를 추가한 상태를 말한다.

  테스트는 시나리오별로 I대학교의 특성상 유동인원이 

많은 14시와 유동인원이 거의 없는 19시에 실시하였

고, 1회의 테스트 마다 보정계수 테스트와 측위 테스트

를 진행하여 총 4회의 테스트를 진행하였다. 

  [Figure 1]은 테스트 방법을 설명하기 위한 그림으

로 가로 4m, 세로 6m의 테스트 구역의 모서리에 

RFID AP를 설치하였고, 시나리오2, 3의 테스트를 위

해 Wi-Fi AP를 추가하였으며, 측위는 그림에서 사각

형으로 표시된 1~7번까지의 지점에서 이루어진다. 시

나리오3의 테스트에서는 1~7번 지점에 RFID 태그와 

근접한 Wi-Fi AP를 한 대 더 추가하였다. 보정계수 

테스트 또한 동일한 환경에서 이루어지며, [Figure 1]

의 점선을 따라 1m 간격으로 태그를 위치시켜 데이터

를 수집하였다.

[Figure 1] Arrangement of the test device in 

accordance with the test scenario

3.2 시나리오에 따른 센서데이터 측정

3.2.1 보정계수 테스트

  본 논문에서는 회귀분석을 이용하여 각 거리값들을 

보정하였다. 회귀분석은 관찰된 연속형 변수들에 대하여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사이의 인과관계에 따른 수학적 

모델인 선형적 관계식을 구하여 어떤 독립변수가 주어

졌을 때 이에 따른 종속변수를 예측하고, 도출된 수학적 

모델이 독립변수와 종속변수간 관계를 얼마나 잘 설명

하고 있는지를 판별하기 위한 적합도를 검증하는 통계

적 분석 방법이다. 보정계수 산정은 리더와 태그간의 거

리를 1m 단위로 증가시켜가며 7m까지 데이터를 수집

하였다. 다음으로 7개의 지점에서 수집된 데이터들의 각

각 평균값을 구하고, 이 값을 이용해 기울기와 y절편을 

구한다. 기울기와 y절편, 평균값을 이용해 각 지점별 보

정계수를 구하고, 7개 지점의 보정계수를 평균하여 최종

값을 산정한다. 이러한 보정계수 산정방법은 3가지 시나

리오별 환경 모두에서 실시하였으며, 각각의 테스트는 4

대의 AP별로 실시하였다. 또한 테스트는 AP2번 위치에

서 4대의 AP를 교체하여 실시하였다. 따라서 AP들의 

H/W 적인 특성을 반영되었다고 할 수 있다.

  <Table 1>은 19시에 실시한 보정계수 산정 테스트

를 위해 수집된 데이터의 평균값이다.

<Table 1> The average of collected data for 

calculation of each scenario Correction Factor

　실제거리 1 2 3 4 5 6 7

AP

1

시나리오1 3.06 3.73 4.56 5.56 6.77 7.92 8.60

시나리오2 2.91 4.12 4.85 5.03 6.64 7.34 8.63

시나리오3 2.84 4.09 4.46 5.16 6.16 7.54 8.35

Ap

2

시나리오1 2.64 3.73 4.61 5.27 6.70 7.52 8.23

시나리오2 2.64 3.74 4.05 4.58 6.22 7.27 8.32

시나리오3 2.60 3.93 3.86 4.51 6.11 8.22 9.82

Ap

3

시나리오1 2.47 3.59 4.20 5.14 6.12 7.52 8.59

시나리오2 2.27 3.36 3.86 4.85 6.10 7.47 8.13

시나리오3 2.30 3.49 4.13 5.17 5.52 7.07 7.78

Ap

4

시나리오1 3.26 4.09 4.96 5.16 6.06 8.01 10.4

시나리오2 2.99 3.99 4.22 5.11 6.48 7.84 8.68

시나리오3 2.95 3.88 4.11 5.57 6.29 8.14 7.28

  실제거리와 측정된 데이터의 평균을 비교해보면 일

반환경에서 테스트한 시나리오1이 시나리오2, 3 보다 

실제 거리 대비 오차가 대체로 큰 것을 알 수 있다.

  <Table 2>는 회귀분석으로 산정된 보정계수를 적용

하여 보정된 데이터의 평균값이다.

<Table 2> The average data obtained by applying 

each scenario Correction Fa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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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거리　 1 2 3 4 5 6 7

AP

1

시나리오1 1.24 1.93 2.78 3.81 5.06 6.24 6.94

시나리오2 1.92 2.72 3.20 3.31 4.38 4.84 5.69

시나리오3 1.92 2.76 3.02 3.49 4.17 5.10 5.65

Ap

2

시나리오1 0.94 2.09 3.03 3.73 5.24 6.11 6.86

시나리오2 1.88 2.67 2.90 3.27 4.45 5.19 5.95

시나리오3 1.79 2.70 2.66 3.10 4.20 5.65 6.75

Ap

3

시나리오1 1.11 2.22 2.83 3.77 4.74 6.13 7.20

시나리오2 1.67 2.46 2.83 3.56 4.48 5.48 5.97

시나리오3 1.69 2.56 3.04 3.80 4.06 5.20 5.72

Ap

4

시나리오1 1.49 2.24 3.05 3.23 4.06 5.86 8.07

시나리오2 2.00 2.67 2.82 3.42 4.34 5.24 5.80

시나리오3 2.00 2.63 2.79 3.78 4.26 5.52 4.93

  보정전의 데이터와 달리 시나리오2, 3이 시나리오1 

보다 실제거리 대비 오차가 큰 것을 알 수 있다. 이러

한 결과는 시나리오1이 거리별 데이터가 선형으로 완

만히 증가하는 반면 시나리오2, 3은 거리별 증가폭이 

균일하지 않은 것이 원인이 된다. 

  [Figure 2]와 [Figure 3]은 일반환경인 시나리오1

의 테스트 데이터에 대한 보정 전과 후의 결과 그래프

이다.

[Figure 2] Graph of average data before applying 

the correction factor in scenario1

[Figure 3] Graph of average data after applying 

the correction factor in scenario1

  보정후의 그래프를 보면 AP4를 제외하고 실제거리

와 거의 동일하게 보정된 것을 알 수 있다.

  [Figure 4]와 [Figure 5]는 Wi-Fi AP가 추가된 

환경인 시나리오2의 테스트 데이터에 대한 보정 전과 

후의 결과 그래프이다.

[Figure 4] Graph of average data before applying 

the correction factor in scenari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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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 Graph of average data after applying 

the correction factor in scenario2

  시나리오1의 결과와 달리 보정을 하여도 실제거리 

3m 지점을 중심으로 초과하거나 실제거리에 미치지 

못하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시나리오3의 결과 또한 시

나리오2의 결과와 거의 동일하게 나타났으며, 14시에 

실시한 테스트의 결과 또한 동일한 결과를 보여주었다. 

보정계수 테스트를 통해 일반환경에 Wi-Fi AP를 추

가하여 전파간섭을 증가 시킬 경우 수집되는 데이터에 

큰 영향을 주는 것을 알 수 있다. 

3.2.2 측위 테스트

  측위 테스트는 보정계수 테스트와 동일한 환경에서 

진행하였다. 테스트에 사용한 측위알고리즘은 삼각측량

을 사용하였다[4]. 보정계수 이외에 다른 보정알고리즘

이나 필터를 사용하지 않았다.

  본 논문의 연구 목적에 따라 다양한 테스트를 진행

하였다.

① 일반환경에서 보정계수를 적용하지 않은 테스트

② 일반환경에서 시나리오1을 통해 산정된 보정계수를 

적용한 테스트

③ Wi-Fi AP를 추가한 환경에서 보정계수를 적용하

지 않은 테스트

④ Wi-Fi AP를 추가한 환경에서 시나리오2를 통해 

산정된 보정계수를 적용한 테스트

⑤ Wi-Fi AP와 태그의 위치와 근접한 Wi-Fi AP를 

추가한 환경에서 시나리오3을 통해 산정된 보정계

수를 적용한 테스트

  테스트는 7개의 지점에서 각각 1분씩 측위하였으며, 

14시와 19시에 두 번 테스트하였다.

  <Table 3>은 14시에 테스트한 결과의 각 지점의 평

균오차와 오차의 평균이며, 오차의 계산은 유클리디언 

거리를 이용하여 계산하였다.

<Table 3> Positioning test results at 14:00

1번

(1,1)

2번

(3,1)

3번

(1,3)

4번

(2,3)

5번

(3,3)

6번

(1,5)

7번

(3,5)
평균

① 1.84 1.79 0.96 0.66 1.27 1.61 0.73 1.27

② 1.18 1.05 0.52 0.27 0.53 0.89 1.02 0.78

③ 2.03 2.88 1.16 0.60 1.58 1.33 1.78 1.62

④ 1.21 1.20 1.04 0.30 1.00 1.44 1.41 1.09

⑤ 0.84 1.15 0.90 0.29 1.18 1.42 1.46 1.03

  일반환경에서 아무런 보정없이 측위하였을 때 평균 

오차는 1.27m이고, 여기에 시나리오1의 보정계수를 

적용하였을 때는 오차가 0.78m 로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다. Wi-Fi AP가 추가된 환경에서 보정없이 측위

한 결과는 1.62m로 오차가 가장크며, 일반환경에서 보

정없이 측위한 결과와 비교해봐도 오차가 큰 것을 알 

수 있다. 나머지 Wi-Fi AP를 추가하고 각각의 시나리

오로 산정된 보정계수를 적용한 테스트 결과는 1.09m

와 1.03m로 일반환경에서 시나리오1의 보정계수를 적

용한 결과에 비해 오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4>는 19시에 테스트한 결과로 14시에 테스

트한 방법 및 결과 산정방법은 동일하다.

<Table 5> Positioning test results at 19:00

1번

(1,1)

2번

(3,1)

3번

(1,3)

4번

(2,3)

5번

(3,3)

6번

(1,5)

7번

(3,5)
평균

① 1.87 2.27 0.44 1.18 1.35 1.44 0.87 1.35

② 1.24 0.92 0.55 0.38 0.52 0.74 1.10 0.78

③ 1.51 1.85 0.87 0.95 1.48 1.14 0.71 1.21

④ 1.15 1.18 1.14 0.43 1.03 1.64 1.45 1.15

⑤ 1.33 1.20 0.92 0.44 1.20 1.22 1.43 1.11

  일반환경에서 아무런 보정없이 측위하였을 때 평균 

오차는 1.35m이고, 여기에 시나리오1의 보정계수를 

적용하였을 때는 오차가 0.78m 로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다. Wi-Fi AP가 추가된 환경에서 보정없이 측위

한 결과는 1.11m로 14시의 테스트 결과와 달리 일반

환경에서 보정없이 측위한 결과의 오차가 큰 것을 알 

수 있다. 나머지 Wi-Fi AP를 추가하고 각각의 시나리

오로 산정된 보정계수를 적용한 테스트 결과는 1.15m

와 1.1m로 일반환경에서 시나리오1의 보정계수를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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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한 결과에 비해 오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를 종합해 보면 어떠한 보정 방법을 적용하지 

않을 경우 큰 오차를 보여주게되며, 인위적으로 전파간

섭의 영향을 증가 시킨다고 오차가 커진다고 볼 수는 

없었다. 하지만 보정계수를 적용하였을 때는 인위적으

로 전파간섭의 영향을 증가 시킨 환경에서의 결과가 

일반환경에서의 결과보다 오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일반환경과 전파간섭의 영향이 큰 환경

에서 수집되는 데이터의 경향이 다르지만 동일한 보정

방법을 적용한 것이 원인으로 보인다.

4. 결론 및 향후 연구 과제

  보정계수 테스트 결과 일반환경인 시나리오1과 

Wi-Fi AP를 추가하여 인위적으로 전파간섭의 영향을 

증가시킨 시나리오2, 3을 통해 수집되는 데이터간의 차

이를 알 수 있었다. 이를 통해 선정된 보정계수를 적용

한 측위테스트 결과에서는 일반환경에서 시나리오1의 

보정계수를 적용한 측위 결과가 가장적은 오차를 보였

으며, 인위적으로 전파간섭의 영향을 증가시킨 환경에

서는 보정 계수를 적용하여도 큰 오차를 보여주었다.

  이러한 테스트 결과를 통해 센서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 변수에 따라 보정 방법을 달리해야함을 알 수 있

었다. 따라서 사용자 주변의 환경변수를파악할 수 있고 

각각의 환경변수에 적합한 보정방법을 적용한다면 더

욱 정확한 측위 결과를 보여줄 것으로 예상된다.

  추후 연구로는 전파간섭 이외에 더욱 다양한 환경변

수가 측위 정확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각각에 

적합한 보정방법을 개발하여 위치정보를 활용한 상황

인식의 정확도를 높이는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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