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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콘 기반 실내 정밀 트래킹을 위한 전처리 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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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실내 임펄시브 노이즈 채널 환경에서 비콘 기반의 측위 시스템의 측위 정밀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전처리 기법을

제안하였다. 임펄시브 노이즈는 복잡한 실내 구조 환경이나 간섭 환경에서 발생하며 이는 무선 통신에서 신호 복조 오류 확률을

증가시켜정확한데이터복조를어렵게한다. 제안한전처리기법은사용자의위치좌표를산출하기위한비콘기반의삼각측량법을

수행하기 이전에 적용 및 수행되며, 제안 기법을 데이터 복소의 오류확률을 감소시켜 정확한 데이터를 삼각측량법의 입력값으로

제공한다. 신뢰성있는데이터입력을통해위치좌표결과값의신뢰도를향상시키는매커니즘이다. 따라서임펄시브노이즈완화를

위해신호의시간-주파수분해능이우수한웨이블릿잡음제어방법을기반으로임펄시브노이즈에특성에따라노이즈를제거하는

적응적임계함수를제안하였다. 컴퓨터시뮬레이션을통해제안한적응적임계함수가기존의기법과대비로비교적 Bit Error Rate

성능 및 Signal-to-Noise Ratio 성능을 향상시키는 결과를 확인하였다.

Key Words : Indoor positioning, impulsive noise, pre-processing scheme, wavelet transform, multiple thresholding

ABSTRACT
In this paper, we propose a pre-processing scheme for improving indoor positioning accuracy in  impulsive noise channel 
environments. The impulsive noise can be generated by multi-path fading effects by complicated indoor structures or 
interference environments, which causes an increase in demodulation error probability. The proposed pre-processing scheme 
is performed before a triangulation method to calculate user’s position, and providing reliable input data demodulated from 
a received signal to the triangulation method. Therefore, we studied and proposed an adaptive threshold function for 
mitigation of the impulsive noise based on wavelet denoising. Through results of computer simulations for the proposed 
scheme, we confirmed that Bit Error Rate and Signal-to-Noise Ratio performance is improved compared to conventional 
sche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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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실내측위시스템은실내에서사용자의위치좌표를산출

하여위치를파악하는시스템으로사용자위치정보를기반

으로최근 Online-to-Offline (O2O) 서비스제공, 증강현실

(Augmented reality) 구현, 헬스 케어 모니터링, 개인 위치

추적 (Personal tracking) 등 다양한서비스를제공하기위해

기술연구의중요도가높아지고있고활발히연구되고있다.

이러한 실내 위치 인식 기반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실내

측위시스템에서주요하게연구되고있는분야는측위정밀

도향상기술또는측위신뢰도향상연구이며, 사용자의위

치를 정밀하게 파악할 수 있는 측위 방식으로 “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RFID) 기반의 Near Field

Communication (NFC)”를 이용한 방법이 제시되었다 [1].

그러나 RFID와 같은 접촉식 측위 방식은 사용자의 실시간

추적이 불가능하고 사용자에게 ID 카드의 접촉 (Taging)을

요구하기때문에자동화되기어려울뿐만아니라불편을야

기할수있다. 비접촉식방식의대표실내측위는Wi-Fi 기

반의 삼각측량 방법으로 위치 좌표 산출이 가능하나 Wi-Fi

의 신호 세기가 대폭 감쇄된 통신영역 또는 비가시선 (N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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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ne-of-sight) 채널 환경에서는 입력 신호의신뢰성이 대폭

하락하여정밀측위가실현되기어렵다. 따라서본논문에서

는Wi-Fi access point (AP)에 해당하는비콘 (Beacon)기반

의비접촉식실내측위방식 [2] 에대해연구하고정밀측위

기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비콘 기반의 실내 측위 방식은 접

촉식 RFID 측위 방식과 비접촉식 Wi-Fi 측위 방식의 중간

형태로서각각의장점을도입하였다고할수있으며, Wi-Fi

보다 통신영역이좁으나비접촉식의형태이며수신신호의

신뢰도가비교적높아실시간으로유저를정밀하게측위가

능하다. 이후논문의전개는제 2장에서시스템모델을소개

하고, 제 3장에서측위정밀도향상기법을제안한다. 제 4장

에서컴퓨터시뮬레이션결과를통해제안한기법의성능을

비교 분석하고, 제 5장에서 결론을 짓는다.

Ⅱ. 시스템 모델

본 장에서는 비콘 기반의 실내 측위 시스템 모델에 대하

여 기술한다. 본 논문에서 비콘기반의 측위시스템 모델은,

3개의비콘을통해비콘각각의위치좌표를사용자가 Data

base (DB)로서가지고있고, 각비콘과의수신세기및신호

도달시간을계산및확보가가능하여삼각측량법을통해측

위좌표를계산하는시스템이다. 이는그림 1에서보이고있

는방법과같다. 또한, 본논문에서가정하는실내측위시스

템은측위정밀도 (또는측위정확도)를향상시키기위해다

수의 비콘이 사용자의 사방에 설치되어 있고, 그 중 최적의

3개의 비콘을 선택하여 삼각측량 하는 방법을 가정한다. 최

적의 3개의비콘을선택하는방법은첫번째로수신세기가

강한 비콘 선택하고, 두 번째로 신호 도달 시간

(Time-of-arrival)이짧은것을선택하는방법이다. 수신세

기가강한비콘을선택하는이유는모든비콘의전송출력이

동일하다고가정할때사용자에게가장좋은채널환경을제

공해주는 비콘을 선택한다라고 볼 수 있다. 이는 신호 감쇄

(Path loss)가 적은비콘을선택하는것과동일한의미를가

지며, 가장좋은채널을가지는비콘을선택하면삼각측량법

을 사용할 때 입력값이라고 볼 수 있는 Received signal

strength indicator (RSSI)값에 신뢰성을최대화할수있고,

신뢰성 있는 RSSI값을 확보할 때 정밀한 측위 결과값을 산

출할수있다. 신호도달시간이짧은것을선택하는방법을

이용하는것은실내채널환경이 Rayleigh 채널로모델링되

고 추가로 Impulsive 노이즈가 Background 노이즈와 더불

어서발생하는열악한채널을가정할때좋은채널의비콘을

선택하는데에유리할수있다. Rayleigh 채널은보통비가시

선 (Non-line-of-sight) 채널을 의미하는데, 비가시선 채널

은 비콘과 사용자간 신호가 전파하여 도달하는데에 있어서

어떠한 매질에 대해서도 투과, 산란, 반사, 굴절이 발생하지

않는 가시선 (Line-of-sight) 채널이 형성되지 않는 채널을

의미한다. 실내채널은실외채널과비교하여좁은공간내에

그림 1. Beacon을 이용한 삼각측량법 기반 사용자 위치 추정 

모식도.

다양한사물과다수의사람이존재한다고할때비가시선채

널을형성할확률이높을뿐만아니라, 다수의비콘이설치

되어있어서동일한대역폭에수많은비콘신호들이서로간

섭을미치고있을수있다. 따라서실내채널은가시선채널

이 형성되기 어려우서 다중 경로 (Multi-path)를 통해 신호

가 전파되고 이것은 다중 경로 감쇄 (Multi-path fading)를

겪게 되어 심각한 신호의 왜곡을 가져온다. 이러한 신호의

왜곡을비교적적게겪는채널을선택하기위해서는기술한

바와같이신호의도달시간, 즉신호의전파시간이짧은것

을선택하여좋은채널을형성하는비콘을선택해야하는것

이다.

1. 채널 모델

본논문의채널모델은하나의비콘과하나의수신기 (사

용자)간에다음수식들과같이임펄시브잡음모델을가정한다.

        , (1)

여기서 는 데이터 샘플의 수, 는 수신기가 비콘으로

부터 받은 수신 신호, 는 비콘과 수신기간 형성된

Rayleigh fading 채널, 는 비콘의 송신 신호, 는

임펄시브노이즈모델로서백색잡음을포함하고다음과같

이 표현할 수 있다 [5,SCI].

 


  





 imp

 
 , (2)

여기서 imp는임펄시브노이즈함수이고임펄시브노이
즈의진폭(Amplitude)과샘플신호 k 에대한너비(width)를

가진다. 
와 

는평균 0, 분산 1의 Gaussian 분포

를 가진다. 는전송 샘플에걸쳐서 발생하는임펄시브노

이즈의 횟수이다. 와 는 Gaussian 임펄시브 노이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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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폭이다.  


,  , 는각각임펄시브노이즈의진

폭, 임펄시브 노이즈 샘플, 임펄시브 노이즈의 너비이다. 세

개의 확률 변수 
  그리고 임펄시브 간 샘플

  는 Exponential 분포를 이용하여

20 [MHz] 까지의주파수밴드에서통계적으로모델링되었

다 [5]. 결론적으로 임펄시브 노이즈 모델은 
값이주어지

고, 위 세 개의 확률변수를 발생시켜서 다양하게 모델링 가

능하다.

Ⅲ. 실내 측위 정밀도 향상 기법: 

잡음 완화 기반의 전처리 기법

본 장에서는 비콘 기반 실내 측위 시스템에서 측위 정밀

도를개선하고측위결과값의신뢰도를향상시키기위한방

법을제안한다. 제안하는방법은삼각측량기반의측위시스

템에서 전처리 기법에 해당하며, 삼각측량법을 이용하여 위

치좌표를산출하기이전에사용자수신기에수신신호품질

을 개선하는 부분에 해당한다. 수신신호의 품질을 개선하면

신뢰성 있는 입력값을 삼각측량법에 입력할 수 있고, 그 결

과값도 신뢰성이 개선되어 측위 정밀도가 향상하는 방식이

다.

제 2장 채널 모델에서 임펄시브 노이즈가 존재하는 무선

채널을 모델링 하였다. 임펄시브 노이즈 모델에서 백색잡음

인 Gaussian 노이즈와임펄시브노이즈는데이터전송에있

어서 비트 에러를 발생시키는 주 요인이며, 효과적인 신호

전송 및 복조를 위해서 잡음 완화가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

는 모델링한 채널에서 임펄시브 노이즈를 효과적으로 제거

또는완화시키기위해분산웨이블릿변환 (Discrete wavelet

transform) 기법을 통한 웨이블릿 잡음제어 (Wavelet

denoising) 방법을 응용한다. 분산 웨이블릿 변환은 아래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3].

  , (3)

여기서 은분산웨이블릿변환에서분해레벨 (Decomposition

level), 는웨이블릿계수이다. 기존의웨이블릿잡음

제어방법은 Donoho의 경판정 (Hard-decision) 기반의 임계

화 (Thresholding) 방법 또는 Johnstone의 연판정

(Soft-decision) 기반의임계화를통해이루어진다 [4-5]. 그

러나이러한임계화방법들은웨이블릿잡음제어후에신호

를 웨이블릿 역변환 했을 때 신호의 불연속 (Discontinuity)

현상이나, 발진 (Oscillation)현상을야기하는데, 신호품질과

Bit error rate (BER) 성능에심각한열화를발생시킬수있

다 [6]. 임펄시브노이즈채널모델에서효과적으로임펄시브

노이즈를제거하기위해서아래와같이세단계로구성된노

이즈 저감 기법을 제안한다. 먼저 에 대해서 웨이블릿

그림 2. 분산 웨이블릿 변환 과정; 웨이블릿 분해 레벨 에 따

른 노이즈 웨이블릿 계수 추출 모식도.

그림 3. 제안한 임계함수를 통한 임펄시브 노이즈 완화 과정에 

대한 블록도.

변환하여 노이즈 웨이블릿 계수 를 산출한다. 두

번째로최적으로노이즈를제거할수있는임계함수를도출

하여 그 임계함수를 통해 노이즈를 제거한 웨이블릿 계수

를 산출한다. 마지막으로 웨이블릿 역변환을 통해

노이즈가 제거된 신호를 복조한다.

1. 적응적 웨이블릿 잡음 제어 기법

본절에서는웨이블릿잡음제어기법을기반으로한효과

적인잡음제거를위함임계함수를제안한다. 기존의임계함

수들을 개선하여 다양한 노이즈 모델에 적응가능하여 해당

하는노이즈모델에최적으로노이즈를저감시킬수있는적

응적 임계 함수이다. 이 임계 함수를 통해 웨이블린 역변환

된 신호는 Signal-to-noise-ratio (SNR)가 향상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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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하는웨이블릿잡음제어를위한임계함수모델은아래

와 같다.

   i f 
 , (3)

  sign 





 

 



  



, i f  
 , (4)

  sign






 




 
 




,

i f  , (5)

여기서 는 0에서 1 사이값의 상수이고, 는 0이상의 상수

로서 임계함수를 노이즈 신호에 적응적으로 형성하여 노이

즈를제거할수있다. 수식 (3)에서는 Guassian 노이즈진폭

의임계값 
에따라임계함수를설정하여노이즈를제거할

수 있다. 수식 (4)에서는 임펄시브 노이즈의 진폭의 임계값


 과 

값 사이에 대한 신호는 그대로 유지하여 흘려보내

는 특성을 가진다. 수식 (5)에서는 임펄시브 노이즈만을 제

거하기위해특별히 
 값을고려하여임계함수가설정되고

임펄시브 노이즈를 제거 한다. 위 두 진폭의 임계값 
 과


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수식을 수립한다.


 log

 log
   (6)


 log

log
   (7)

여기서 와 는각각 Gaussian 노이즈와임펄시브노이즈

의 표준 편차이다. 웨이블린 변환에서 분해 레벨이 증가할

때마다분해된신호의진폭이감소하는것을고려하여임계

값 
 과 

이 감소하는 특성을 가진다.

Ⅳ. 모의 실험

본 장에서는 제안한 임계함수에 따른 웨이블릿 잡음제어

성능을 컴퓨터 모의실험을 통해서 확인한다. 성능의 기준은

노이즈 신호의 수신 Signal-to-noise ratio (SNR)에 대해서

제안기법이노이즈를완화시켜주는지에대한출력 SNR값

을 그래프로서확인한다. 또 다른성능의기준으로, 그 출력

SNR에따라서 Bit Error Rate (BER) 그래프의추이가어떻

게개선되고변화하는지제시및확인한다. 본모의실험환

경에서는본논문에서가정하는임펄시브노이즈모델을적

용하였다.

그림 4. 제안한 임계함수를 통한 임펄시브 노이즈 완화 과정에 

대한 블록도.

그림 5. 제안한 임계함수를 통한 임펄시브 노이즈 완화 과정에 

대한 블록도.

그림 4에서는 기존의 Hard-decision 타입의 임계 함수와

Soft-decision 타입의 임계함수를 제안한 적응적 임계 함수

와 비교한다. 그림 4의 그래프 추이에 따르면, 잡음 제어를

위한 제안한 임계 함수의 성능이 가장 좋은 Output SNR값

을보이고있다. Soft- 또는 Hard-decision타입의임계함수

는임펄시브노이즈의특성을제안한적응적임계함수보다

반영하지못하기때문에비교적제안기법이우수한성능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그림 5는 채널 SNR 대비 BER 성능을나타낸다. BER 성

능은임펄시브노이즈가없는환경에서의 BER 성능그래프

를제외하고, 제안기법의 BER 성능이가장우수한것을확

인할수있다. Soft- 또는 Hard-decision의기법의성능대비

제안 기법의 BER 성능이 에서 최대 약 3 dB 최소 약

1 dB 이상 우수한 것을확인 가능하다. 이는 비교적 효과적

으로 임펄시브 노이즈를 제거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Ⅴ. 결 론

본논문에서는실내임펄시브노이즈채널환경에서비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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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의측위시스템의측위정밀도를향상시킬수있는전처

리 기법을 제안하였다. 임펄시브 노이즈 환경에서 삼각측량

법에 입력값의 신뢰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사용자가 수신한

신호의 임펄시브 노이즈를 제안한 기법을 통해 효과적으로

완화하고 그 성능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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