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5

복합환경에서 IEEE 802.15.4/4a를 이용한 하이 리드 

실시간 치추  서비스 시스템 설계  성능분석*

김명환**․정 지***

Design and Performance Analysis of Real-Time Hybrid Position 

Tracking Service System using IEEE 802.15.4/4a in the 

Multi-Floor Building*

Myung-Hwan Kim**․Yeong-Jee Chung***

Abstract

논문투고일：2010년 10월 22일 논문수정완료일：2010년 12월 07일 논문게재확정일：2010년 12월 17일

*  이 논문은 2011년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지원받아 수행된 연구임(지역거 연구단육성사업/헬스 어기술개발사

업단).

**  원 학교 컴퓨터공학과 박사과정(수료)

*** 원 학교 컴퓨터공학과 교수, 교신 자

With recent spotlight on the , uniquitous computing technology, the need for object of indentification and location 

infrastructure has increased. Such GPS technolgy must utilize IEEE 802.15.4 Zigbee used for existing wireless sensor 

network infra as a basice element for user's context-awareness in a uniquitous environement, for effectiveness.Such 

real-time GPS service is provided in the internal environment where the user would actually are and most high-rise 

buildlings apply. Underthe assumption, the real-time GPS technology is seperated by each floor, and signals do not 

get transmitted to other floors, the application on one floor within the high-rise buildling was conducted.

This study intends to suggest a floor detection algorithm using IEE 802.15.3/Zigbee's RSSI which supports the 

accuracy within a couple of meters for the user's the movement between the floors in high-rise buildings in a complex 

environment. It proposes an floor detection algorithm using IEEE 802.15.4/Zigbee's RSSI which provides accuracy within 

a radius of few meters for the users movement between the floors for real-time location tracking within high-rise 

building in a cmoplex environment. Furthermore, for more accurate real-time location tracking, it suggests an algorithm 

for real-time location tracking using IEEE 802.15.4a/Zigbee's CSS technology based on triangulation. Based on the 

suggested algorithm, it designs a hybrid real-time location tracking service system in a high-rise buildling and test 

its fun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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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유비쿼터스 컴퓨 은 이동성을 지닌 컴퓨  능력

이 사용자를 둘러싼 환경에 자연스럽게 녹아 있는 

기술을 의미한다[1]. 이러한 유비쿼터스 컴퓨  기

술을 구 하기 해서는 컴퓨  서비스가 사용자와 

함께 이동할 수 있어야 하며 사용자를 둘러싼 환경

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실시간으로 상황을 인지하

여 처리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에서 치

추  기술은 유비쿼터스 컴퓨  환경에서 사용자

의 상황인지에 한 요 연구 분야로 인식되어 왔

다[2-4].

그 에서도 실시간 치추  기술은 유비쿼터

스 시 에 없어서는 안 될 요한 기술요소로 평가

되고 있다[5, 6]. 이러한 실시간 치추  기술을 

이용한 서비스는 사용자의 실 생활공간인 실내 환

경에서 제공된다. 재 실내 환경은 부분 다층 

건물이 주 상이 되며 다층 건물 내 실시간 치

추  기술은 각 층이 분리되어 가 다른 층에 

달되지 않는다는 가정 하에 단층에서의 응용에 

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하지만 최근 백화  등 

각 층이 오 되어진 복층 구조의 다층 건물에서는 

각 층 간의  간섭으로 인하여 사용자의 치를 

추 하는 데에 있어 오류가 발생할 확률이 높다. 

이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재 실시간 치추  

기술  Wi-Fi와 Bluetooth에 비해 력, 비용

으로 구 되어 실제 실내 환경에서 다양한 용 솔

루션으로 주목 받고 있는 Zigbee 기술을 통해 백화

 등의 복층 구조의 다층 건물에서의 실시간 치

추 을 한 실제 인 응용 측면에 한 연구를 다

음과 같이 수행하고자 한다.

우선, 사용자의 층 간 이동에 따른 측 로써 수 미

터 반경의 정확성을 지원하는 IEEE 802.15.4/Zig-

bee[7, 8]의 RSSI를 이용한 Floor 검출 알고리즘을 

제안한다. 한, 층 내에서의 정 한 실시간 치

추 을 지원하기 하여 IEEE 802.15.4a/Zigbee[9]

의 CSS[10] 기술을 활용한 삼각측량 기반의 실시간 

치추  알고리즘을 제안한다. 그리고 제안된 알고

리즘을 기반으로 하여 다층 건물에서의 하이 리드 

실시간 치추  서비스 시스템을 설계하고 그 성

능을 분석한다. 

2. 련 연구

본 장에서는 Zigbee 는 Bluetooth 등의 근거리 

통신방식을 통한 개인 통신 인 라를 지원하는 WPAN

에서의 측  기술로 IEEE 802.15.4/IEEE 802.1.54a 

Zigbee를 활용한 측  방식에 하여 설명한다.

2.1 IEEE 802.15.4/Zigbee

IEEE 802.15.4 표 은 속 무선 PAN 기술로 

센서 네트워크에 합한 기술로 각 받고 있으며, 

산업계에서는 Zigbee Alliance를 형성하여 상  계

층에 한 표 화가 확정되었다. 속 무선 PAN

에서 표 화된 세부 기술을 살펴보면 유럽지역을 

주요 상으로 한 868MHz 역에 1개 채 을 할

당하고 최고 20kbps로 통신이 가능하다. 한, 미

국지역을 주요 상으로 한 915MHz 역에 10개 

채 을 할당하고 최고 40kbps로 통신이 가능하며, 

세계  지역을 주요 상으로 한 2.4GHz 역에 

16개 채 을 할당하고 250kbps로 통신이 가능하다.

통신망 구성은 Star 구성이 기본이며, 최종으로

는 peer-to-peer 구성이 지원되도록 IEEE 802.15.5

에서 표 화가 진행되고 있다. 망은 동기화하는데 

Beacon을 사용하는 Beacon-Enabled Network와 동

기화 하지 않는 Nonbeacon-Enabled Network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Star 구성에서는 Coordinator가 

동기  데이터 송의 심이 되며 Device는 반

드시 Coordinator를 경유하여 데이터를 송할 수 

있다. 임은 beacon 임, 데이터 임, 응

답 임 그리고 MAC 제어 임 등으로 

임 포맷과 용도를 달리하고 있으며, CSMA-CA 방

식으로 데이터를 송한다.

IEEE 802.15.4의 RSSI를 이용한 거리 측정 방법

은 AP에서 수신된 태그 혹은 End Device의 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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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기를 측정하여 이용하는 것으로, 태그와 AP 사

이에서의 신호의 원 손실 혹은 경로 손실을 신호

가 이동한 거리와 연결시키는 방식이다. 신호의 경

로 손실과 거리와의 계는 Friis 공식을 통해 설

명된다.

   

   

  

⋅






⋅



는 의 장, 는 의 속도, 는 주 수, 

L은 태그가 송신한 신호의 경로 손실로 나타낸다. 

송신한 신호의 경로 손실은 태그의 신호 송 세기

와 AP에서의 수신 신호 세기의 차에 의해서 계산

된다. 

IEEE 802.15.4에서는 력, 가, 소형 등을 센

서 노드의 기본 요구사항에 포함하여 시작하 기 

때문에 치인식 수단 등도 이러한 기본 요구사항

을 무시하지 않는 범 에서 고려되어야 한다. 따라

서 RSSI를 이용한 치인식 방식이 실  선택으

로 유력하다. 

2.2 IEEE 802.15.4a/Zigbee

IEEE 802.15.4a는 IEEE 802.15.4의 서 그룹 a에 

해당하며 기존 IEEE 802.15.4의 PHY 부분을 변경

하여 무선 통신을 기반으로 노드 간의 거리를 측정

할 수 있는 기술에 해 연구된 결과 2007년 8월 말

에 표 화 문서로 작성되어 발표되었다. 다른 표

들과 다르게 IEEE 802.15.4a의 PHY는 두 가지 기법

을 모두 표 화로 채택하 다. 하나는 삼성 자에

서 제안한 Ultra-wide band(UWB)이고, 다른 하나

는 독일 나노트론사에서 제안한 Chirp Spread Spec-

trum(CSS) 방식이다. 여기서 CSS 기술은 무선 주

수 신호를 달하는 방법  하나로, 신호의 심

주 수를 일정하게 증가 혹은 감소시키면서 신호

를 송하는 방법이다. 수신 측은 심주 수가 일

정하게 증가 혹은 감소하는 신호만을 취하게 된다. 

이러한 기술은 멀티패스로 오는 무선 주 수 신호

를 임으로써 거리 측정의 정확도를 향상 시킬 수 

있다.

IEEE 802.15.4a 표 에서는 노드 간의 거리측정을 

해 송되는 특별한 패킷을 ranging frame(RFR 

AME)이라 명칭하고 FRAME이 송될 경우, 노드

들은 데이터 통신이 아닌 거리측정과 련된 동작

을 수행하게 된다.

[그림 1]은 IEEE 802.15.4a의 Two-way ranging 

(TWR) 기법을 보인다. 노드 A와 B가 네트워크 상

에 존재하고 노드 A에서 노드 B까지의 거리를 측

정하길 원하는 경우, 먼  노드 A에서는 RFAME 

패킷을 만들어 노드 B에게 송한다. 이때, 노드 A

는 RFAME 패킷의 송이 시작되는 순간의 시간

인 을 장하고 노드 B에서는 RFAME 패

킷을 수신한 순간의 시간인 을 장한다. 

IEEE 802.15.4a에서는 RFAME 패킷을 수신하면 그

에 한 응답으로 ACK 패킷을 송한다. 이때, 노

드 B에서는 ACK를 송하는 순신의 시간인 

를 따로 장하고 노드 A에서는 해당 ACK를 수

신하는 순간의 시간인 를 따로 장한다. 이

후, 노드 B는 자신이 측정한 과 를 

일반 데이터 통신을 통해 노드 A에게 송한다. 

결국, 노드 A와 노드 B 사이의 거리를 구하기 

해서는 을 구해야 한다. 하지만 이미 노

드 A에서는 을 구하기 한 4가지 시간 

정보를 모두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문제없이 송 시

간을 구할 수 있다.

[그림 1] Two-way Ranging 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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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다음 수식을 통해 계산된다. 

        

                

계산된 에  속도를 곱하게 되면 

노드 A와 B 사이의 거리를 간단히 구할 수 있다. 

3. IEEE 802.15.4/4a 기반 
하이 리드 실시간 치추  
(Position Tracking) 서비스 
시스템 설계

3.1 IEEE 802.15.4/4a 기반 하이 리드 

실시간 치추  서비스 시스템 구성

본 에서는 다층 건물에서 IEEE 802.15.4/4a Zig-

bee를 활용한 하이 리드 실시간 치추 (Posi-

tion Tracking) 리 서비스 시스템의 구성에 하

여 설명한다.

3.1.1 하이 리드 실시간 치추  서비스 시

스템 구성

다층 건물에서의 하이 리드 실시간 치추  

서비스 시스템의 구성은 [그림 2]에서 볼 수 있듯이 

크게 실시간 치추  서비스를 한 실시간 치

추  서비스 서버와 실시간 치정보를 수집하는 

Real-Time Position Gateway(이하, RTPos_GW), 

해당 층에 한 Cell을 구분하는 Cell AP, 삼각측

량 기반의 실시간 치추  서비스를 한 Real- 

Time Position_AP(이하, RTPos_AP), Real-Time 

Position_Tag(이하, RTPos_Tag) 5개의 부분으로 

나뉜다. 각 구성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1) 실시간 치추  서비스 서버

실시간 치추  리 서비스 서버는 다층 건물

의 각 층에 치한 Real-Time Position Gateway

로부터 달되어진 실시간 치정보(Tag ID, AP 

ID, Coordinate, Cell ID)를 실시간 치추  리

를 한 데이터베이스에 장/유지 리하며, 웹 

서비스를 통해 실시간 치정보를 제공하여 사용

자로 하여  다층 건물에서의 실시간 치추  서

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다. 

  [그림 2] 하이 리드 실시간 치추  서비스 
시스템 구성도

2) Real-Time Position Gateway(RTPos_GW)

Real-Time Position Gateway는 실시간 치추

을 한 RTPos_AP의 망 구성을 담당하고, 각 

RTPos_AP로부터 수집되어 달되어지는 치정

보를 취합하여 상  실시간 치추  서비스 서버

로 달하는 일을 수행한다. 한, RTPos_AP 망을 

재구성하고, 유지함으로써 멀티 홉으로 상  실시

간 치추  서비스 서버로 치추  수집 정보를 

송신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통해 RTPos_Tag에

서 실시간 치추  리 서비스 서버까지 유기

인 통신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실시간 치추  서

비스에 신뢰성을 부가시킨다.

3) Real-Time Position_AP(RTPos_AP)

실시간 치추  서비스를 한 RTPos_AP는 

RTPos_Tag의 거리측정을 지원하고 실시간 치

정보를 상  계층으로 달하여 기능을 수행한다. 

RTPos_AP는 RTPos_Tag의 고유 ID를 송받고, 

그에 한 수신확인 메시지를 RTPos_Tag로 송

한다. RTPos_Tag가 송된 수신확인 메시지를 통

해 선택된 RTPos_AP로 거리측정 요청을 수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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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그에 따라 RTPos_AP는 거리측정에 해 응답

한다. 이후, RTPos_Tag로부터 실시간 치정보를 

달받으면 상  Real-Time Position Gateway 서

버에 송한다.

4) Floor AP

실시간 치추  서비스를 한 Floor_AP는 고

유한 치 값(Floor ID)을 가지고, 자신만이 담당

하는 역(Floor)을 가진다. RTPos_Tag의 진입에 

의해 RTPos_Tag의 고유 ID를 송받고, 그에 

한 수신확인 메시지를 RTPos_Tag로 송한다. 

RTPos_Tag는 송된 수신확인 메시지를 통해 해

당 층을 단하고 Floor_AP의 고유 치 값을 통

해 RTPos_AP와의 실시간 치추 을 수행한다.

5) Real-Time Position Tag(RTPos_Tag)

RTPos_Tag는 Event Scheduler에 의해 Active 

상태로 이되며 해당 층에 한 검출을 수행하기 

해 IEEE 802.15.4/Zigbee 인터페이스를 통해 주

변 Floor AP로 층 검출 메시지를 송하고 그에 

한 응답 메시지(Floor ID, RSSI)를 수신하여 해

당 Floor AP로의 RSSI 값을 체크한다. 이후, 실시

간 치추 을 해 IEEE 802.15.4a/Zigbee 인터페

이스를 통해 거리측정을 수행할 주변 RTPos_AP

의 ID를 확인하기 해 자신의 ID와 Floor AP로부

터 확인된 Floor ID를 Broadcasting한다. 이를 수

신한 RTPos_AP로부터 수신확인 메시지를 받음으

로써, 거리측정을 요청할 RTPos_AP를 선택하고 

순차 으로 각 RTPos_AP에 한 거리측정을 시

도한다. 선택된 AP에 한 거리측정이 완료된 후, 

RTPos_Tag는 거리측정을 시도한 RTPos_AP  

가장 근 한 AP를 선택하여 실시간 치정보(Tag_ 

ID, AP_ID, Distance)를 송한다.

3.2 하이 리드 실시간 치추  서비스 시스

템 설계

본 에서는 IEEE 802.15.4/4a Zigbee를 활용한 

하이 리드 실시간 치추  서비스 시스템을 설

계한다.  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하이 리드 

실시간 치추  서비스 시스템의 구성은 크게 실

시간 치추  서비스 서버, 실시간 치추  서비

스를 한 RTPos_GW RTPos_AP, RTPos_Tag 

등 5개의 부분으로 나뉜다. 이러한 시스템 구성요

소의 특성 고려하여 하이 리드 실시간 치추  

서비스 시스템의 구성요소를 설계한다.

3.2.1 실시간 치추  서비스 서버 설계

실시간 치추  서비스 서버는 실시간 치추  

서비스 시스템 가동 후, RTPos_GW의 망 구성에 

따른 RTPos_GW, RTPos_AP의 정보를 등록하고 

RTPos_GW로부터 지속 으로 달되는 실시간 

치추  정보를 데이터베이스에 장/유지 리한

다. 한, 웹을 통한 실시간 치정보 요청에 따라 

사용자의 실시간 치추  정보를 제공한다.

[그림 3] 실시간 치추  서비스 서버 구성도

실시간 치추  서비스 서버는 [그림 3]에서 보

는 것과 같이 크게 Service Provider, Packet An-

alyzer, Real-Time Position Register Module, Po-

sition Search Module, Position Tracking Service 

Manager로 구성되어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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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Real-Time Position Gateway 설계

Real-Time Position Gateway는 실시간 치추

을 한 RTPos_AP의 망 구성을 담당하고, 각 

RTPos_AP로부터 수집되어 달되어지는 실시간 

치정보를 취합하여 상  실시간 치추  서비스 

서버로 달하는 일을 수행한다. 한, RTPos_AP 

망을 재구성하고, 유지함으로써 실시간 치추  서

비스 서버와의 유기 인 통신 환경을 제공한다.

Real-Time Position Gateway는 [그림 4]에서 보

는 것과 같이 크게 Gateway Event Manager, RTP 

osation Info_Msg. Manager, Intermediation Mo-

dule, RTPosition Engine, Connect Manager로 구

성되어 진다. 

Real-Time Position Gateway는 우선, 실시간 

치추  서비스 서버에 등록하기 하여 자신의 ID

를 송신한다. 실시간 치추  서비스 서버로부터 이

에 한 등록확인 메시지를 수신하면 자신의 리 

하에 있는 RTPos_AP를 등록함으로써 실시간 

치추  서비스를 한 기화 과정을 수행한다. 이

후, RTPos_AP로부터 수신되는 실시간 치정보를 

기반으로 RTPos_Tag의 치좌표를 산출하여 실

시간 치추  서비스 서버로 송신함으로써 실시

간 치추  서비스에 한 하부 IEEE 802.15.4a 

Zigbee 망과 유기 인 통신환경을 제공한다. 

[그림 4] Real-Time Position 게이트웨이 구성도

3.2.3 Real-Time Position AP 설계

RTPos_AP는 RTPos_Tag의 거리측정 요청에 따

른 거리측정을 지원하고 이후, RTPos_Tag로부터 

수신된 실시간 치정보를 상  계층인 RTPos_GW

로 달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RTPos_AP는 RTP 

os_Tag의 고유 ID를 송받고, 그에 한 수신확

인 메시지를 RTPos_Tag로 송한다. RTPos_Tag

는 수신확인 메시지를 통해 선택된 RTPos_AP로 

거리측정 요청을 수행하고 그에 따라 RTPos_AP는 

거리측정에 해 응답한다. 이후, RTPos_Tag로부

터 실시간 치정보를 달받으면 상  Real-Time 

Position Gateway 서버에 송한다. RTPos_AP는 

[그림 5]에서 보는 것과 같이 크게 AP Event Ma-

nager, Ranging Agent, AP Search Ack Manager, 

RTPosition Msg. Manager, IEEE 802.15.4a Zigbee 

Connector로 구성되어 진다.

[그림 5] Real-Time Position AP 구성도

RTPos_AP는 RTPos_Tag로부터 AP 검색요청에 

한 응답 메시지를 송하고 이후 RTPos_Tag의 

거리측정 요청에 하여 거리측정 요청 메시지의 

수신 시각과 그에 한 확인 메시지 송 시각을 측

정, 거리측정 요청에 한 응답을 수행한다. 한, 

RTPos_Tag로부터 실시간 치정보를 달받으면 상

 Real-Time Position Gateway 서버로 송한다.

3.2.4 Floor AP 설계

Floor_AP는 고유한 치 값(Floor ID)을 가지고, 

자신만이 담당하는 역(Floor)을 가진다. RTPos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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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g의 고유 ID를 송받고, 그에 응답하는 수신확

인 메시지에 Floor ID를 첨부하여 RTPos_Tag로 

송하는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RTPos_Tag가 해

당 층의 RTPos_AP와 실시간 치추 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Loc_AP는 [그림 6]에서 보는 

것과 같이 크게 AP Event Manager, Floor Detect 

Msg. Analyzer, Floor Detect Ack Msg. Genera-

tor, Zigbee Connector로 구성되어 진다.

[그림 6] Floor AP 구성도

3.2.5 RTPos_Tag 설계

RTPos_Tag는 Event Scheduler에 의해 Active 

상태로 이되고, 자신이 치한 층에 한 별을 

하여 Floor Detect 알고리즘을 수행한다. 이때, 

IEEE 802.15.4 Zigbee Connector를 통해 Floor De-

tect Msg.에 자신의 ID를 첨부하여 Broadcasting 

한다. 그리고 주 의 Floor_AP로부터 수신확인 메

시지를 받음으로써 자신이 치한 층을 확인한다. 

이후, 해당 층의 Floor ID를 기반으로 IEEE 802. 

15.4a Zigbee Connector를 통해 자신의 ID를 Bro-

adcasting 하여 RTPos_AP 검색을 수행한다. 주

의 RTPos_AP로부터 수신확인 메시지를 받음으로

써 각 AP의 ID를 확인한다. 3개 이상의 선택된 AP

로 각각 거리측정을 수행한 후, RTPosition Msg.

를 선택된 AP  가장 가까운 AP로 송하여 실시

간 치추  서비스를 지원한다.

[그림 7] Real-Time Position Tag 구성도

 RTPos_Tag는 [그림 7]에서 보는 것과 같이 크

게 Tag Event Manager, AP Search Manager, Ra-

nging Agent, RTPosition Msg. Generator, Floor 

Detect Msg. Manager, IEEE 802.15.4/4a Zigbee 

Connector로 구성되어 진다. 

3.2.6 하이 리드 실시간 치추  서비스 시

스템 메시지 흐름

RTPos_아래 [그림 8]은 의 에서 설명한 RT 

Pos_Tag, Floor_AP, RTPos_AP, RTPos_GW, 실시

간 치추  서비스 서버 간 메시지 흐름을 보인다.

   [그림 8] 하이 리드 실시간 치추  서비스 
시스템 메시지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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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하이 리드 실시간 치추  알고리즘

4. IEEE 802.15.4/4a Zigbee 
기반 하이 리드 실시간 

치추  알고리즘

IEEE 802.15.4/4a Zigbee를 활용한 하이 리드 

실시간 치추  알고리즘은 IEEE 802.15.4 Zigbee

를 이용한 Floor Detect 단계와 IEEE 802.15.4a 

Zigbee를 이용한 실시간 치추  단계로 나뉜다. 

Floor Detect 단계는 Cell-ID 방식을 기반으로 Tag

가 치한 층에 한 별을 수행하며 실시간 치

추  단계는 삼각측량을 기반으로 측 를 수행한

다. [그림 9], [그림 10]은 하이 리드 실시간 치

추  알고리즘의 동작을 보인다.

[그림 9] 하이 리드 실시간 치추  알고리즘 
단계

1) IEEE 802.15.4 Zigbee 기반 Floor Detect 단계

RTPos_Tag는 Floor Detect Msg.(TAG_ID)를 

Broadcasting하여 Floor_AP에 달하고 AP는 Floor 

Detect Msg.에 한 RSSI를 측정하여 Floor De-

tect Ack Msg.에 자신의 Floor ID와 함께 첨부하

여 RTPos_Tag로 달한다. 이후, RTPos_Tag는 

Floor Detect Ack Msg.의 RSSI 값을 확인하여 가

장 높은 RSSI 값을 보인 Floor AP의 ID를 기반으

로 실시간 치추  단계를 수행한다. 만약, Floor 

Detect Msg에 따른 Floor Detect Ack Msg.가 없

을 경우, 서비스 지역에서 이탈한 것으로 단하여 

Idle_Time 동안 Sleep을 수행 후, Floor Detect 동

작을 실시한다.

2) IEEE 802.15.4a Zigbee 기반 실시간 치추  

단계

RTPos_Tag는 거리측정을 수행할 주변 AP의 ID

를 확인하기 해 자신의 ID를 Broadcasting 한다. 

이를 수신한 RTPos_AP로부터 수신확인 메시지를 

받음으로써, 거리측정을 요청할 AP를 선택한다. 그

리고 선택된 AP에 한 거리측정을 수행하기 하

여 Ranging Timer를 구동, RTPos_AP로의 거리측

정 요청 메시지 송 시간과 수신된 거리측정 요청

확인 메시지의 수신 시각을 측정 값, RTPos_AP로

부터 수신된 거리측정 확인 메시지에서 거리측정 

요청 메시지의 수신 시간과 거리측정 확인 메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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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송 시간 등을 기반으로 TDoA(Two-way Ra-

nging)에 기반한 RTPos_Tag와 RTPos_AP간의 

한 거리를 산출한다. 거리측정이 완료된 후, 거

리측정을 수행한 AP  가장 짧은 거리의 RTPos_ 

AP로 실시간 치정보(Tag_ID, AP_ID, 거리)를 

송한다.

5. 하이 리드 실시간 치추  서 
비스 시스템 성능분석  고찰

본 장에서는 IEEE 802.15.4/4a 기반 하이 리드 

실시간 치추  서비스 시스템의 성능분석을 수

행한다. 본 시스템은 IEEE 802.15.4/Zigbee의 RSSI

에 기반한 층 검출과 IEEE 802.15.4a/Zigbee의 CSS 

기반 삼각측량 방식을 수행함으로써 해당 층에서

의 정 한 실시간 치좌표를 측정해야 한다.

5.1 IEEE 802.15.4/Zigbee 기반 Floor 검출 

알고리즘 성능분석

본 에서는 IEEE 802.15.4/Zigbee의 RSSI에 기

반한 층 검출 알고리즘에 한 성능분석을 수행한

다. 본 알고리즘은 사용자의 층 간 이동에 따라 해

당 층에 한 검출 시 RSSI 값의 안정 인 성능을 

보여야 한다.

[그림 11] 실내 환경에서의 RSSI 측정 결과

실험은 6m×6m의 실내 환경에서 수행한다. 4개의 

AP를 각 종 에 1.5m 높이로 설치하고 Tag는 AP

가 그리는 사각형 내에서 작은 사각형을 그리며 이동

한다. 실험에서 Cell을 3m×3m로 설정(Low_Thre-

shold：-65dBm)하고 Tag의 이동에 따른 해당 AP 

선택 시 RSSI를 측정하여 10회를 1세트로 하여 

RSSI의 평균을 구하 다.

[그림 11]은 IEEE 802.15.4 /Zigbee를 활용한 성

능분석 결과를 보인다. 층 검출 알고리즘에 한 요

구조건은 층 검출 정 도를 층에 한 구분이 가능

한가하는 여부(반경 3～5m)로 단한다. 이러한 요

구조건에 부합하여 약 3m 반경의 Cell을 구성, 각 

층에 치한 사용자를 확인하기 해 각 AP로부터 

수신한 RSSI 값의 비교를 통해 해당 층의 AP를 

선택하여 치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사용자의 이동

에 따른 AP 선택 시 측정된 RSSI 값이 안정 이

여야 한다. 치확인 서비스 시스템에 한 성능분

석 결과로 최소 RSSI 값이 -56dBm, 최  RSSI 값

이 -52dBm으로 평균 RSSI 편차는 2.84로 발생하

다. 이러한 성능분석 결과에 따라 실내 환경에서 

층 검출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5.2 IEEE 802.15.4a/Zigbee 기반 실시간 치 

추  알고리즘에 한 성능분석

본 에서는 IEEE 802.15.4a/Zigbee 기반 실시간 

치추  알고리즘에 한 성능분석을 수행한다. 

본 알고리즘은 IEEE 802.15.4a/Zigbee의 TDoA 방

식으로 측정한 거리 값으로 삼각측량을 수행하여 

해당 사용자의 치좌표에 한 실시간 추 을 수

행한다. 이러한 실시간 치추  서비스의 경우, 

해당 사용자에 한 정확한 치 측정으로 높은 성

능을 보여야 한다.

실시간 치추 은 실내에서는 약 1m 내외의 정

도를 요구한다. 이를 검증하기 해 실험은 6m 

×6m의 실내 환경에서 수행한다. 4개의 AP를 각 

종 에 1.5m 높이로 설치하고 Tag는 AP가 그리는 

사각형 내에서 작은 사각형을 그리며 이동한다. 실

험에서 Tag가 측정한 거리에 따른 측  결과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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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 오차에 한 평균을 구하 다.

[그림 12] 실내 환경에서의 치추  결과

이에 따라 수행된 실험 결과는 의 [그림 12]에

서 보는 것과 같은 결과를 나타낸다. 에서 보이는 

란색 실선은 이동 경로를 나타내며, 빨간 은 

각 지 에서 실 측  좌표를 나타내고 있다. 의 

결과를 분석해 보면 실내 환경에서는 최소 오차가 

0.53m, 최  오차가 1.07m로 평균 0.85m의 측  오

차가 발생하 고, 오차가 1미터 이하 발생 확률이 

98%이고, 오차의 표 편차가 0.32m임을 보 다. 

즉, IEEE 802.15.4a/Zigbee CSS 기술을 활용한 삼

각측량의 경우, 이동 상의 연속 인 측 에 한 

성능이 약 1미터의 정 도로 나타나  간섭이 

발생하는 실내 환경에서도 정 한 치추 이 가

능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5.3 성능분석 결과에 따른 고찰

의 에서 본 논문에서 제시한 하이 리드 방

법에 용한 IEEE 802.15.4와 IEEE 802.15.4의 실

험결과를 제시하 다.

의 결과에서 볼 수 있듯이 IEEE 802.15.4의 

RSSI를 이용한 실내 치측  방법은 실내환경에

서 1m 내외의 정 도를 만족하기에는 부족하지만

층간 구별  역구분에 활용에는 층분한 성능을 

보임을 보았다. 

IEEE 802.15.4a는 실내 환경에서 1m 내외의 정

도를 98%라는 높은 확률로 만족함을 보았으나, 3

개 이상의 AP를 이용하는 삼각측량 방법을 사용하

여 동일 평면상의 상하간의 치 구별에는 부족함

을 보았다.

이에, 본 논문에서 제안한 IEEE 802.15.4를 이용

하여 층간 구분을 수행하고, IEEE 802.15.4a를 이

용하여 평면상 정 한 치측 를 수행하면 각각

의 방법이 독립 으로 운 되었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 을 해결하고, 복층 구조환경에서 좀 더 

나은 성능을 보일 수 있음을 증명하 다.

6. 결 론

유비쿼터스 환경을 한 컴퓨  기술의 격한 발

으로 인해 네트워크 인 라가 범 하게 보 되

어 감에 따라 WPAN 기술을 통한 개인 심의 서

비스 지원 측면에서 Zigbee를 통한 실시간 치추  

서비스 기술의 개발은 매우 요하다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사용자의 층 간 이동에 따른 측

로써 수 미터 반경의 정확성을 지원하는 IEEE 802. 

15.4/ZigBee의 RSSI를 이용한 Floor 검출 알고리즘

과 층 내에서의 정 한 실시간 치추 을 지원하

기 하여 IEEE 802.15.4a/ZigBee의 CSS 기술을 

활용한 삼각측량 기반의 실시간 치추  알고리

즘을 기반으로 다층 건물에서의 하이 리드 실시간 

치추  서비스 시스템을 제안하 다. 한, 제안

된 시스템의 성능분석을 통해 IEEE 802.15.4 Zigbee

의 RSSI를 활용한 층 검출 알고리즘과 IEEE 802. 

15.4a Zigbee의 CSS를 활용한 실시간 치추  알

고리즘에 한 실제 인 용측면에서의 효율성을 

보 다.

재, Zigbee를 활용한 실시간 치추  서비스

가 크게 활성화 되지 않은 상황에서 본 논문에서 

제안한 시스템은 사용자에 한 치추  서비스 시

스템 구축을 고려했을 때, 시스템 구축 비용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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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약, 지원 서비스에 따른 측  정확성을 지원

한다는 의미를 갖는다.

향후, GPS 등의 기존 시스템과의 연동으로써 실

내외 연속 치추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의 연

구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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