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정보통신학회논문지 Vol. 23, No. 7: 852~860, Jul. 2019

NLOS 실내 환경 하에서 측위 정확도 개선을 위한 EMA 필터 적용 
적응적 신호 모델 기반 위치 센싱 솔루션

하경욱1·차명훈1·김동완2*

High Accuracy Indoor Location Sensing Solution based on EMA filter with 
Adaptive Signal Model in NLOS indoor environment

Kyunguk Ha1 · Myeonghun Cha1 · Dongwan Kim2*

1Graduate Student, Department of Electronic Engineering, Dong-A University, Busan, 49315 Korea
2*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Electronic Engineering, Dong-A University, Busan, 49315 Korea

요  약 

본 논문에서는 실내 환경에서 blind 노드가 이동하거나 움직이는 장애물 (ex. 사람)로 인하여 RSSI가 급격히 변하더

라도 정확한 blind 노드 측위를 가능하게 하는 exponential moving average (EMA) 필터 적용 적응적 신호 모델 기반 삼

변측량기법을 제안한다. 제안된 EMA 필터 적용 적응적 신호 모델 기반 삼변측량기법은 고정된 세 개의 전파 송신 노

드와 blind 노드 간 얻어진 RSSI를 통해 blind 노드의 위치를 측정한다. 또한 외부 환경 요인으로 인해 RSSI가 급격히 

변화할 경우 non-LOS (NLOS) 환경인 것인지 혹은 blind 노드의 이동으로 인한 RSSI 변화인지를 판별한다. Blind 노
드와 전파 송신 노드 사이 경로가 NLOS 환경이 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LOS 환경에서 측정된 RSSI를 기반으로 NLOS 
환경에서 측정된 RSSI를 보정하여 blind 노드의 좌표를 도출하고, blind 노드가 이동하였다고 판단된다면 실시간 측정

된 RSSI를 이용하여 blind 노드의 좌표를 도출한다. 제안 기법은 ZigBee 기반 testbed를 통해 검증하였으며, NLOS 환
경 혹은 blind 노드가 이동하는 환경 하에서 기존 기법 대비 개선된 위치 인식 정확도를 가짐을 증명하였다.

ABSTRACT 

In this paper, we proposed a new trilateration technique based on exponential moving average (EMA) filter with 
adaptive signal model which enhances accuracy of positioning system even if the RSSI changes randomly due to 
movement of obstacles or blind node in indoor environment. In the proposed scheme, three fixed transmitters sent out the 
signal to blind node. The transmitter decides the location of the blind node based on RSSI and it estimates the cause of 
RSSI fluctuation which is interference of obstacle or movement of blind node. When the path between blind node and 
transmitter has become NLOS path because of obstacles, the transmitter ignores the measured RSSI in NLOS path and 
replace estimated RSSI in LOS environment. In the other case, the transmitter updated the new RSSI to represent of 
movement of blind node. The proposed scheme has been verified on a ZigBee testbed and we proved the improved 
positioning accuracy compared to the existing indoor positio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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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사물인터넷이 발전함에 따라 통신 노드를 센서로 활

용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 중이다[1,2]. 현재 위치 인식 

분야는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연구 분야 중 하나이다. 
위치 인식 시스템은 사람과 차량 추적, 제조 산업, 소매 

산업, 운송 및 물류 산업, 방위 산업 등 다양한 산업 분야

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 따라서 실내 위치 인식 

시스템의 정확한 위치 파악에 대한 수요는 빠르게 증가

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위치 인식 시스템은 global 

positioning system (GPS) 기반 위치 인식 시스템이다[3]. 
GPS 기반 위치 인식 시스템을 이용한 위치 인식 시스템

은 대중적으로 사용되고 있지만, 실내 환경에서 GPS 기반 
위치 인식 시스템의 정확도는 현저히 감소된다. 또한, 
실내 위치 인식 시스템은 1m 이내의 허용 오차 범위를 

요구하기 때문에 실내 위치 인식을 위해 GPS 기반 위치 

인식 시스템을 활용하는 것은 실현 가능하지 않다[4]. 
실내 위치 인식의 한계점을 해결하기 위해, 실내 환경에 

적합한 위치 추정 시스템을 위한 연구에 대한 관심과 필

요성이 증가되고 있다. 무선 노드를 기반으로 실내 측위

를 수행하는 경우 측위 기술은 무선통신 인프라로부터 

수신된 신호의 처리 방법 및 인프라의 운용 기술 등을 

고려하여 time of arrival (ToA), time difference of arrival 
(TDoA), angle of arrival (AoA), received signal strength 
indicator (RSSI) 등 여러 가지로 분류될 수 있다. 이 중

에서 RSSI나 ToA 등을 기반으로 하는 거리 기반 측위 

시스템이 보편적인 측위 기술이다. 거리를 측정하는데 

발생하는 오차는 전파 환경이 변할 때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실시간 측위 시스템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

는 위와 같은 요인의 영향을 최소화하여 거리 측정 정확

도를 높여야 한다.
ToA 방식은 전파 송신 노드와 blind 노드 간 신호 전

송 시간을 측정함으로써 노드 간의 거리를 계산하여 

blind 노드의 위치를 계산하는 삼변측량기법이다[5]. 
ToA 방식에서는 전파 송신 노드와 blind 노드 간에 클럭

이 동기화가 되어야 하며, 클럭을 동기화하기 위해서는 

[ns] 단위의 정확도를 가지는 별도의 장치가 필요하다

[6,7]. TDoA 방식은 blind 노드를 기준으로 전파 송신 

노드들의 신호 도달 시각차를 통해 여러 개의 쌍곡선이 

도출되고, 이 쌍곡선들의 교점을 blind 노드의 위치로 

추정하는 방식이다[8]. TDoA 방식도 ToA와 마찬가지

로 전파 송신 노드와 blind 노드 간에 클럭이 동기화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별도의 장치가 필요하다[9]. AoA 
방식은 하나의 전파 송신 노드에서 여러 개의 안테나가 

각 방향별로 배치되어 있고, 신호를 전송하는 안테나의 

번호를 수신하여 각 전파 송신 노드 안테나의 방향이 만

나는 곳을 blind 노드의 위치로 추정한다[10]. AoA 방식

은 시각 동기화는 필요로 하지 않지만 복수의 안테나를 

사용해야 한다[11]. 또한, AoA 방식은 안테나 배열의 수

가 많을수록 정확도가 증가한다. 하지만 안테나 설치비

용 문제와 다중 경로 페이딩에 예민하다는 문제점이 있다.
RSSI는 전파 송신 노드에 의해 수신되는 신호의 세기

를 통해 추정되며 통신 노드에서 별도의 장치를 추가할 

필요 없이 손쉽게 측정할 수 있다. RSSI 기반 삼변측량 

기법은 거리가 증가함에 따라 RSSI가 감소하는 성질을 

이용하여 도출된 거리에 의해 생긴 원의 교점을 통해 

blind 노드의 위치를 추정한다[12]. 하지만, RSSI 기반 

기법은 전파 환경 변화에 의해 추정된 거리에 오차가 발

생하여 잘못된 blind 노드의 위치가 측정되게 된다[13]. 
또한, 전파 송신 노드와 blind 노드 간에 벽, 스테인리스

와 같은 장애물이 존재할 경우에도 RSSI가 현저히 감소

된다[14,15]. 뿐만 아니라 통신 노드 사이에 사람이 존재

할 경우 RSSI가 현저히 감소하게 된다[5,16]. 이는 2.4GHz 
대역을 사용하는 ZigBee는 물의 공진 주파수와 같기 때

문에 약 70%가 물로 구성되어 있는 사람이 전파를 흡수

하여 RSSI를 감소시키게 된다[17]. 위와 같은 장애물에 

의해 전파 환경이 변하더라도 실내 위치 인식 시스템의 

정확도를 개선할 수 있는 다양한 연구가 진행 중이다

[18,19,20]. 
본 논문에서는 전파 송신 노드와 blind 노드 사이 통

신 경로가 NLOS 환경일 경우에도 위치 인식 정확도를 

높이는 방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제안 기법은 크게 두 

단계로 이루어진다. 첫 번째 단계는 전파 환경 변화로 

발생하는 거리 오차를 감소시키기 위해 exponential moving 
average (EMA) 필터를 사용하여 line of sight (LOS) 환
경에서 개선된 위치 좌표를 도출한다. 두 번째 단계는 

전파 송신 노드와 blind 노드 사이에 전파 환경이 변화하

여 RSSI가 급격히 감소할 경우 LOS 환경에서 측정된 

RSSI를 기반으로 NLOS 환경에서 측정된 RSSI를 보정

하여 개선된 blind 노드의 위치 좌표를 도출한다. 또한, 
blind 노드가 이동하는 경우에는 실시간 측정된 RSSI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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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하여 blind 노드의 좌표를 도출하는 것으로 구성된다.

Ⅱ. 관련연구

위치 인식 시스템 구축을 위해 무선 노드를 기반으로 

실내 측위를 수행하는 경우 측위 기술로는 Cell-ID 기법, 
Fingerprint 기법, 삼변측량기법(trilateration) 등이 있다. 
본 장에서는 각 기법들이 가지는 한계점들을 살펴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제안된 기존 연구에 대해 살펴본다.

2.1. Cell-ID

Cell-ID기법은 전파 송신 노드에 접속된 blind 노드의 

위치를 가장 근접한 전파 송신 노드의 cell 반경으로 매

칭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이 기법으로 blind 노드의 위

치정보를 추정하는 경우 측위 오차는 최대 cell 반경만

큼 발생할 수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21]에서는 기존

의 Cell-ID 방식에 추가적으로 round trip time (RTT)을 

이용해 blind 노드와의 거리를 추정하여 cell 반경을 

blind 노드의 위치에 맞게 조정하여 blind 노드의 위치 

정확도를 개선하였다. 하지만 RTT를 측정하기 위한 별

도의 장치가 필요하다.

2.2. Fingerprint 방법

Fingerprint 방식은 실내 위치 인식 시스템에서는 측

정하고자 하는 영역 내 참조지점에 해당하는 RSSI, ToA
와 같은 패턴을 미리 저장하고 이를 실시간으로 측정되

는 데이터와 유사도를 비교하여 위치를 인식하는 방법

이다[19,20]. Fingerprint 방식은 크게 두 과정으로 구성

된다. 데이터베이스를 수집하기 위해 각 참조지점에서 

데이터를 측정하는 트레이닝 과정, 실시간으로 측정되

는 데이터와 트레이닝 과정에서 저장하였던 데이터베

이스 간의 매칭과정이다. Fingerprint 방식은 많은 수의 

참조지점이 배치되어 있다면 위치 인식 정확도가 향상

된다. 하지만 Fingerprint 방식의 위치 인식 시스템은 모

든 샘플 포인트에서 다양한 전파 특성 값을 추출해야하

는 과정의 번거로움과 환경이 변화할 때마다 다시 트레

이닝 과정을 수행해야하는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문제

를 해결하기 위해 log distance path loss model (LDPL)
을 사용하여 트레이닝 과정을 간소화시키거나 hidden 
markov model 등의 확률론적 기법을 사용하여 정확도

를 높이는 방법도 수행되고 있다[19,22]. 하지만 위치 인

식 시스템에 있어 여전히 높은 유지보수 비용과 많은 시

간이 소모되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2.3. 삼변측량기법 (trilateration)

삼변측량기법은 ToA, RSSI 등을 이용하여 통신 노드 

간 거리를 추정하여 blind 노드의 위치를 구하는 방법이

다. Blind 노드의 위치를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세 개 이

상의 전파 송신 노드가 필요하다. 수식 (1)의 Friis 방정

식을 수식 (2)와 같이 RSSI와 거리의 관계식으로 도출

해낼 수 있다. 실제 환경에서 수식 (2)로 거리를 계산할 

때 라는 환경 변수를 보정해야 한다.







  [mW] (1)

  : Power available from receiving antenna
  : Power supplied to the transmitting antenna 1 [mW]
  : Gain in receiving antenna 1 [dBi]
  : Gain in transmitting antenna 1 [dBi]

λ : Wavelength, where λ = c/f
f : Frequency [MHz], R: Distance [m]

c : Speed of light in vacuum × [m/s]

log (2)

계산된 거리를 통해 수식 (3)과 같이 도출된 세 개의 

원의 교점을 blind 노드의 좌표로 추정하게 된다. 그림 1
은 삼변측량기법의 기본적인 원리에 해당하는 그림이다.

Fig. 1 Trilateration techniq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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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은 LOS 환경에서 삼변측량기법 기반 위치 인식 

기법의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하지만 LOS 환경 이외의 

다른 환경 조건에 대해서 고려하지 않아 사람, 벽과 같

은 장애 요소가 있을 때에는 높은 위치 인식 정확도를 

가질 수 없다. reference point (RP)기반 삼변측량기법은 

실내 구조에 의해 잘못 측정되는 위치 좌표를 보정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실내 환경에서 벽의 영향에 의한 RSSI 
감쇄가 가장 적은 지점을 RP로 설정한다[18]. RSSI를 

기반으로 blind 노드의 좌표를 1차적으로 추정한 다음 

추정된 좌표와 가장 가까이에 있는 RP를 찾아 해당 RP
와 추정 좌표 간에 평균 좌표를 최종 blind 노드의 좌표

로 계산한다. 추정된 좌표는 RP에 근접하게 위치하면 

할수록 위치 인식 정확도가 높아지지만 추정된 좌표와 

RP간의 거리가 멀수록 정확도는 감소된다. 뿐만 아니라 

전파 송신 노드와 blind 노드 사이에 사람이 존재하여 

RSSI 측정 정확도가 감소되어 잘못된 위치 좌표가 도출

되는 것을 고려하지 않았다. [20]에서는 log-scale 변환 

확률론적 알고리즘을 활용한 Fingerprint 방법을 적용한 

ToA 기반 삼변측량기법을 제안하였다. 하지만 LOS 환
경에서 실험을 진행하였을 뿐 다양한 전파 환경 변화 요

인들을 고려하지 않았다. 

Ⅲ. 제안 기법

본 논문에서는 LOS 환경에서 전파 환경 변화에 의한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법과 RSSI가 급격히 변화할 

경우 통신 경로가 non-LOS (NLOS) 환경으로 변한 것인

지 혹은 blind 노드의 이동으로 인한 것인지를 판단하기 

위해 EMA 필터 적용 적응적 신호 모델 기반 삼변측량

기법을 제안한다.

3.1. LOS 환경 하에서 EMA 필터 기반 측위 정확도 개선 

기법

RSSI는 전파 환경 변화에 민감하다. 이로 인해 RSSI
를 이용하여 거리를 산출하는데 오차가 발생하여 높은 

위치 인식 정확도를 얻기 힘들다. 따라서 RSSI가 전파 

환경 변화에 의한 노이즈를 최소화하기 위해 필터를 사

용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Simple moving average (SMA) 필터는 데이터 이전 n

개의 값들의 가중치가 동일한 이동 평균이다. 이는 이전

과 현재의 데이터 값에 똑같은 가중치를 두는 필터 방식

이다.

 

⋯ (4)

수식 (4)는 SMA 필터를 나타내는 일반식으로 은 

현재의 측정된 데이터이며 이전 n개의 값들의 평균으로 

SMA 필터가 구해진다. 
Weighted moving average (WMA) 필터는 SMA 필터

의 개선된 형태로써 오래된 데이터 값보다 현재의 데이

터 값에 더 큰 가중치를 두어 계산한다. 즉, 각 데이터의 

지점들의 가중치를 다르게 설정하여 구한다.

⋯

⋯ (5)

Exponential moving average (EMA) 필터는 가중치

를 각 데이터에 지수 인자를 적용하여 구한다. 오래된 

데이터에 대한 가중치는 지수 인자로 인해 기하급수적

으로 감소한다.

     (6) 

수식 (6)의   는 t의 시간 주기의 값이며 는 시간 

주기의 EMA의 값이다. 는 EMA 필터를 구하기 위해 

사용되는 가중치이다.
Weighted exponential moving average (WEMA) 필터

는 WMA 필터와 EMA 필터가 결합된 이동 평균으로서 

WMA 필터를 통해 각 데이터 값의 가중치를 두어 계산

하고 EMA 필터에서 사용한 를 가중치로 두어 WEMA 
필터를 구한다.

  (7)

는 WMA 필터로 구한 값이며 나머지 와 는 

EMA 필터에 서 구한 값과 동일하다. 또한 WEMA 필터

는 바로 이전의 값을 고려하는 EMA 필터와 달리 더 이

전의 값을 고려하는 필터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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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Evaluation of filter performance – fixed node in 
LOS environment

Avg error(m) Max error(m)
SMA 0.34 0.93
WMA 0.48 1.5

EMA 0.33 1.07
WEMA 0.4 1.18

Table. 2 Evaluation of filter performance – moving node 
in LOS environment

Avg error(m) Max error(m)

SMA 2.07 4.45
WMA 2.15 4.49
EMA 1.61 4.22

WEMA 2.2 4.62

표 1은 LOS 환경에서 blind 노드가 고정되어 있을 때 

발생하는 측위 오류이고 표 2는 LOS 환경에서 blind 노
드가 이동할 때 발생하는 측위 오류이다. LOS 환경에서 

blind 노드가 고정된 경우에서는 SMA 필터와 EMA 필
터의 오차가 비슷하게 측정된다. 하지만, LOS 환경에서 

blind 노드가 이동하는 경우 moving average 필터 중 

EMA 필터의 평균값 기준 오차가 가장 작게 측정된다. 
또한, 실제 RSSI 측정값과 EMA 필터 결과를 비교한 결

과 그림 2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EMA 필터 결과가 이론

값에 더 근접한 결과를 얻음을 확인할 수 있다.

3.2. EMA 필터 적용 적응적 신호 모델 기반 삼변측량기법

실제 전파 환경은 LOS 환경과 NLOS 환경으로 구성

된다. 제안된 기법에서는 LOS 환경에서 전파 환경 변화

에 의해 발생하는 RSSI 측정 오류를 보정하기 위해 

EMA 필터를 사용하였다. 그림 2의 결과 LOS 환경에서 

RSSI 변화가 2dB 이하로 감소된 것을 확인하였다. 하지

만, 단순히 필터를 통한 결과는 통신 경로가 LOS 환경

인지 NLOS 환경인지 판단할 수 없어 blind 노드 측위 정

확도가 낮아지는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한다. 본 논문에

서는 실내 환경에서 blind 노드가 이동하거나 움직이는 

장애물로 인하여 그림 3과 같이 RSSI가 급격히 변하더

라도 정확한 blind 노드 측위를 가능하게 하는 EMA 필
터 적용 적응적 신호 모델 기반 삼변측량기법을 제안한

다. 제안 기법에서는 LOS 환경에서 RSSI 측정이 선행

되어야 한다. 또한, blind 노드가 세 개의 전파 송신 노드

의 RSSI를 측정하는 것에 있어 발생하는 전파 간섭 문

제를 해결하기 위해 blind 노드는 carrier sense multiple 
access with collision avoidance (CSMA/CA)를 이용하

여 세 개의 전파 송신 노드가 전송하는 신호를 분류하여 

수신한다. 수신된 신호를 실시간으로 측정된 RSSI 
()와 5개 샘플 전에 측정되었던 RSSI ()

로 분류 및 비교하여 전파 송신 노드와 blind 노드 사이

에 전파 환경이 변하였는지 분석한다. 
본 논문에서는 네 가지 상황을 고려하였다. 그림 4(a)

는 하나의 통신 경로가 NLOS 환경인 상황으로써 세 개

의 통신 경로 중 두 개의 통신 경로의 과 

간에 차이 ()가 임계값 이하로 감소하지 않

고 나머지 하나의 통신 경로의 만 임계값 이

하로 감소하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NLOS 환경으

로 판단된 경로의 RSSI를 LOS 환경에서 측정된 RSSI
로 보정하여 blind 노드의 좌표를 도출한다. 그림 4(b)는 

두 개의 통신 경로가 NLOS 환경인 상황으로써 하나의 

통신 경로의 가 임계값 이하로 감소하지 않

(a) (b)
Fig. 2 Evaluation of EMA filter in LOS environment (a) Fixed node, (b) Moving n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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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나머지 두 개의 통신 경로의 가 임계값 

이하로 감소하게 된다. 그림 4(b)의 상황에서도 NLOS 
환경으로 판단된 경로의 RSSI를 LOS 환경에서 측정된 

RSSI로 보정하여 blind 노드의 좌표를 도출한다. 마지

막으로 세 개의 통신 경로의 RSSI가 모두 변하는 상황

으로써 세 개의 통신 경로가 NLOS 환경인 상황이거나 

blind 노드가 이동하는 것이다. 그림 4(c)는 세 개의 통신 

경로가 NLOS 환경인 상황으로써 세 개의 통신 경로의 

가 임계값 이하로 감소하게 된다. 이 상황에

서도 NLOS 환경으로 판단된 경로의 RSSI를 LOS 환경

에서 측정된 RSSI로 보정하여 blind 노드의 좌표를 도출

한다. 다른 상황은 그림 4(d)와 같이 공간이 제한적인 실

내 환경에서 blind 노드가 이동하는 상황으로써 전파 송

신 노드에서 blind 노드까지 같은 거리로 측정되는 RSSI
가 검은색 점선의 측정범위에서 빨간색 측정범위로 바

뀌게 된다. 이때, blind 노드의 이동에 의해 적어도 하나

의 전파 송신 노드는 blind 노드와 거리가 가까워져 

RSSI가 증가한다. 따라서 blind 노드가 이동하는 경우

에는 실시간으로 측정되는 RSSI를 이용하여 blind 노드

의 좌표를 도출한다. 그림 5는 안 기법의 알고리즘에 해

당한다.

Fig. 3 RSSI value between LOS environment and human 
existing 

(a)

 

(b)

(c)

 

(d)
Fig. 4 Cases that the people exist in the paths between 
transmitters and blind node (a) Case 1 that the people 
exist in the one path (b) Case 2 that the people exist 
in the two paths (c) Case 3 that the people exist in 
the three paths (d) Distance change by moving nodes

Algorithm Trilateration technique based on EMA filter with 
adaptive signal model

Initialization: =3, =0, =0, =0 
Step1: the three trans nodes transmit signal to blind node
Step2: blind node records  (i=1,2,3) filtered EMA 

 ← +1
if j>=5 then
 = – 

Step3: if | |≤   && Cnt1≤2 
 ← 

calculate coordinate by using  
Step4: if only one path was fluctuate smaller than -  and 

the rest of the path dose not fluctuates 
go to Step 5
else if only two path was fluctuate smaller than -  
and the rest of the path dose not fluctuates
go to Step5
else if all path was fluctuate smaller than -
go to Step5
else
determine that the blind has moved
go to Step2

Step5: if  <-  && ≤2
← 

 ←
calculate coordinate by using   
++
if >2
go to Step6
else if ≤ 2
go to Step2

Step6: if | |<  && >2
 ←
calculate coordinate by using  
go to Step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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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Algorithm of Trilateration technique based on EMA 
filter with adaptive signal model

Ⅳ. 성능 분석

실험은 4m × 6m 실험 환경에서 ZigBee 기반 testbed
를 통해 제안 기법의 성능을 검증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제안 기법은 blind 노드에서 전파 송신 노드와의 RSSI를 

측정하여 통신 경로의 전파 환경을 판별하는 단계, 통신 

경로의 전파 환경이 NLOS 환경일 경우 제안된 기법을 

통해 blind 노드의 좌표를 도출하는 단계로 이루어진다. 
Blind 노드와 전파 송신 노드 사이의 통신 경로가 NLOS 
환경일 때 기존의 삼변측량기법, RP 기반 삼변측량기법

과 본 논문에서 제안한 기법 간의 blind 노드의 측위 정

확도를 분석하였다.

4.1. EMA 필터 적용 적응적 신호 모델 기반 삼변측량기

법의 위치 인식 정확도 분석

본 논문에서는 전파 송신 노드와 blind 노드 사이 통

신 경로가 LOS 환경인지 NLOS 환경인지를 판별하여 

NLOS 환경에서도 높은 정확도를 가지는 EMA 필터 적

용 적응적 신호 모델 기반 삼변측량기법을 제안한다. 그
림 6은 세 개의 전파 송신 노드와 (2,1)에 위치하고 있는 

blind 노드 사이의 통신 경로에 각각 사람이 위치하고 

RP가 (2,1)일 때 기존 기법들과 제안 기법 간에 도출된 

blind 노드의 위치 인식 결과를 보여준다. 그림 6(a)는 하

나의 통신 경로에 사람이 위치하였을 때 결과를 나타내

고, 그림 6(b)는 두 개의 통신 경로에 각각 사람이 위치

하였을 때 결과를 나타내고 그림 6(c)는 세 개의 통신 경

로에 각각 사람이 위치하였을 때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표 3은 세 개의 통신 경로에 사람이 위치할 수 있는 세 

가지 상황마다 기존의 기법들과 제안된 기법에서 측정

된 blind 노드 위치 추정 결과를 보여준다. 기존의 삼변

측량기법은 통신 경로가 NLOS 환경일 경우 RSSI 측정 

오류가 발생하여 각각 (4.82, 6.06), (5.71, -0.6), (0.26, 
4.5)로 잘못된 blind 노드 위치 좌표가 측정됐다. RP기반 

삼변측량기법은 기존의 삼변측량기법을 통해 도출된 

좌표와 가장 가까운 RP의 평균을 통해 도출된 좌표가 

각각 (4.4, 4.03), (3.85, 0.2), (1.13, 2.75)로 기존 삼변측

량기법 대비 개선된 위치 인식 정확도를 가졌다. 하지

만, 실험 결과 NLOS 환경인 통신 경로의 수가 증가할수

록 더 큰 위치 추정 표준 편차가 측정된다. 이는 허용 오

차 범위를 벗어난 곳에서 blind 노드가 측정되어 NLOS 
환경에서 기존 기법들을 활용한 실내 측위 시스템은 신

뢰할 수 없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기법은 실시간 측정

된 RSSI와 5개 샘플 전에 측정되었던 RSSI를 비교 및 

분석하여 blind 노드가 이동한 것인지 통신 경로가 NLOS 
환경인지를 판단한다. Blind 노드가 이동하였다고 판단

될 경우 기존의 삼변측량기법을 이용해 실시간으로 측

정된 blind 노드의 위치 좌표를 도출한다. 하지만, NLOS 
환경으로 판단될 경우 해당 통신 경로의 RSSI를 LOS 
환경에서 측정된 RSSI를 통해 보정한다. 그 결과, 각각 

(2.03, 1.38), (2.02, 1.4), (2.12, 1.3)로 허용 오차 범위 내

의 blind 노드 좌표가 도출되어 기존 기법들 대비 개선된 

위치 인식 정확도를 가짐을 증명하였다.

path Mean Standard 
deviation

Trilateration

1 path (4.82, 6.06) (1.03, 1.62)

2 path (5.71, -0.6) (0.9, 1.13)

3 path (0.26, 4.5) (2.61, 2.96)

Reference 
point

1 path (4.4, 4.03) (0.51, 0.81)

2 path (3.85, 0.2) (0.45, 0.56)

3 path (1.13, 2.75) (2.61, 2.96)

Proposed 
scheme

1 path (2.03, 1.38) (0.06, 0.08)

2 path (2.02, 1.4) (0.06, 0.03)

3 path (2.12, 1.3) (0, 0)

Table. 3 Results of proposed scheme. actual coordinate 
of blind node is (2,1)

Step7: if  >  && ≤2
 ←
++
if >2
go to Step8
else if ≤2
go to Step2

Step8: if |  |<  && ≥2 
 ← 

calculate coordinate by using  
←0
←0
go to Step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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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 론

본 논문에서는 LOS 환경 뿐 만 아니라 NLOS 환경에

서도 blind 노드의 위치 인식 정확도를 개선할 수 있는 

기법을 제안하였다. 실내에서 위치 인식을 하는데 있어 

전파 환경 변화에 의해 기존 RSSI 기반 노드 거리 추정 

기법은 높은 실내 측위 정확도를 가질 수 없는 한계를 

가진다. 본 논문에서 제안된 기법은 EMA 필터를 활용

하여 전파 환경 변화에 의한 노이즈의 영향을 최소화하

였고, 적응적 신호 모델을 이용하여 NLOS 환경에서도 

실내 위치 인식 정확도를 개선했다.

(a)

(b)

(c)
Fig. 6 Compare coordinates between existing methods 
and proposed method. (a) 1 path, (b) 2 paths, (c) 3 
pat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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