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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은 개선된 삼변측량법을 이용하여 치인지에 한 정확도를 향상시킨 치인지 알고리즘을 개발하

다. 개발한 치인지 알고리즘은 첫째, 측정된 신호세기를 기반으로 노드와의 거리를 계산한다. 특정한 치에 노

드를 배치한 후 노드와의 거리 측정시 오차가 발생했다는 가정 하에 설계하 다. 노드(수신기, 계기)들로 부터 거

리데이터가 송되면 구역에 따라 치 계산에 쓰일 인 한 노드를 선택한다. 치계산은 두 원을 그룹으로 생성한 

후 두 교 을 이용해서 사각형 역 안의 네 의 치를 구한다. 둘째, 구역 필터링 알고리즘 용하 다. 노드들이 

구성하는 4개의 구역이 있다고 가정하고, 한 구역은 6개의 치인지 좌표를 담당하게 하 다. RF의 특성상 실제 거

리가 멀수록 신호세기에 의한 거리 오차는 커지게 되어있다. 이를 구역 필터링을 통하여 1차 필터링을 하고 2차

으로 개선된 알고리즘을 용하여 치인지 오차를 최소화하 다.    

ABSTRACT

  In this paper, location recognition algorithm is developed to improve the accuracy using improve Trilateration. The location recognition 

algorithm is first calculate the location refer to the measured signal power. Error can be occurred when measure distance with arranged node in 

specific location. If the distance data is received from node (receiver, coordinator), Node selected for location calculation is defined through 

section. If the distance data is received from node (receiver, coordinator), Node selected for location calculation is defined through section. 

Second, we apply algorithm of section filtering. If there are 4 sections in node, we consider 1 section to 6 location recognition coordinates. A 

special characteristic drawback of RF is that the actual distance is actually farther than the calculated received distance data. This is error is 

incurred when the signal strength increases. We reduce the location recognition error by applying an improved algorithm as secondary after 

filtering primary through section filte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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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일반  공동주택에서는 주차 리를 한 주차증, 공

동   세  을 한 태그, 출입카드, 비 번호 

입력을 별도로 사용하고 있으며 편의 시설(단지내 도서

이나 헬스 시설 등)을 이용할 경우에도 별도의 카드를 

발 받아 사용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해 하나의 원

카드 혹은 원패스 시스템 요구되고 있다. 한 사용자의 

치를 인식하는 원패스 시스템과 응  상황을 인지하

는 서비스를 연동하여 편리성과 보안성을 갖춘 맞춤형 

통합서비스에 한 요구도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편리하고 윤택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기 해 

주거 환경을 손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통합형 정

보통신 기술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주거 형태  공

동주택 특히 아 트가 차지하는 비 이 증가되어 가고 

있는 추세에 있으며 사용자 편리성과 시큐리티(보안성)

에 한 요구가 증 되고 있다. 이용자는 한곳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필요에 의해 자유로이 이동하는 존재

로 재 사용자의 치 인지과 더불어 실시간 치정보

를 통한 편리성과 이동성을 제공하는 통합시스템에 

한 요구가 실하다

이러한 기능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기 인 기술인 

치인지 알고리즘에 한 연구가 많이 진행되고 있다. 

치인지 알고리즘을 홈네트워크 시스템에 도입함으로

써 주차 차량에 한 치정보  치정보 수집의 편리

성을 제공하고 정보의 장  정보 내용을 실시간 제공

함에 따라 입출차 등의 통합 리 서비스 수행이 가능하

게 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개선된 삼변측량법을 이용하

여 치인지에 한 정확도를 향상시킨 치인지 알고

리즘을 개발하 다. 개발한 치인지 알고리즘은 측정

된 신호세기를 기반으로 노드의 치를 계산한 이후 구

역 필터링  알고리즘 용하 다. 구역 필터링을 통하여 

1차 필터링을 하고 2차 으로 개선된 알고리즘을 용

하여 치인지 오차를 최소화하 다.    

Ⅱ. 개선된 치인지 알고리즘

2.1. 치인지 알고리즘

는 거리에 따라 일정하게 송신 신호가 감소하는 

특징이 있는데, 이러한 특징을 활용하여 근거리에서는 

RSS(Received Signal Strength)기술을 다른 측 기술과 

함께 사용하기도 한다. 근거리 치 추  기술의 기

단계에는 부분의 시스템이 RSS 방식을 사용하 는

데, 그 당시에는 통신 기술과 련된 표 에 μsec 수

의 정 한 시간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필드가 존재하

지 않았기 때문이다. RSS를 사용하는 경우  환경

에 따른 치추정의 부정확성 문제가 심각하게 발생하

다. 근거리 치추  시스템에 사용되는 근거리 통

신 기술의 상당수가 2.4~2.5GHz 부근의 ISM 역을 이

용하고 있으며, 동일한 주 수 역을 이용하는 다른 

통신 기술  가  장치들에 의한 간섭효과가 심했기 

때문이다. 한 사람이나 주  환경에 따른 간섭 효과

도 무시할 수 없었고 일정한 패턴을 보이지도 않았기 

때문이다.

1. 삼각 측량법(Triangluation) : 어떤 한 의 좌표와 거

리를 삼각형의 성질을 이용하여 알아내는 방법이다. 그 

과 두 기 이 주어졌으면, 그 과 두 기 이 이루

는 삼각형에서 변과 다른 두 변이 이루는 각을 각각 측

정하고, 그 변의 길이를 측정한 뒤, 사인 법칙 등을 이용

하여 일련의 계산을 수행함으로써, 그 에 해 좌표와 

거리를 알아내는 방법이다. Reference Node 2개의 치

와 Moving Node 간의 각도를 이용하여 치를 검출하

며, AoA방식의 치 추  방식과 함께 사용되는 알고리

즘이다.

2. 삼변 측량법 (Trilateration) : 삼각측량과 마찬가지

로 삼각형 기하학을 사용하여 물체의 상  치를 구하

는 방법이다. 하나의 변의 길이와, 양 끝의 두 각을 이용

하는 삼각측량과는 달리 삼변측량은 목표의 치를 알

기 해서 두 개 이상의 기 과, 물체와 각 기 과의 

거리를 이용한다. 삼변측량만으로 2차원 면에서의 상

치를 정확하고 유일하게 결정하기 해서는 최소한 3

개의 기 이 필요하다.

2.2. 개선된 치인지 알고리즘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삼변측량법을 개선하여 치

오차를 최소한 개선된 치인지 알고리즘을 개발하

다. 통상 인 치인지 알고리즘은 RF의 특성과 신호세

기의 오차율 때문에 치인지 시 부정확한 단을 한다. 

이에 다음과 같은 알고리즘을 용하여 치인지 오차

를 최소화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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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삼변측량법 개선 : 치계산은 측정된 신호세기

(rssi)를 기반으로 노드의 치를 계산한다. 그림 1과 같

이 9개의 노드를 배치한 후 노드와의 거리 측정시 오차

가 발생했다는 가정 하에 설계 되었다. 노드(수신기, 

계기)들로 부터 거리데이터가 송되면 구역1 ~ 구역4

 어느 역에 있는지에 따라 치 계산에 쓰일 인 한 

노드 4개를 선택한다. 계산은 두 원을 그룹으로 생성한 

후 두 교 을 이용해서 사각형 역 안의 의 치를 구

한다. 

그림 1. 구역설정
Fig. 1 Area setting

그림 2는 개선된 삼변측량법을 이용하여 치인지 계

산을 한 구성도를 나타내었다. 그림 2에서 보는 것처

럼, A원과 B원을 이용하여 두교 을 구하는 계산식은 

식 (1), (2)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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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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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 때문에 


값을 구하면 식 (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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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계속해서 이러 방식으로 포인트 Ⅳ를 계산하고, 

포인트 Ⅰ, Ⅱ 를 구한다. 최종 으로   를 식 (4), 

(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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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그림 2. 개선된 삼변측량법을 이용하여 
치인지 계산

Fig. 2 Calculation of position awareness using 
imporved trilateration measurement

2. 치보정 기법을 이용한 정확도 개선 : 에서 설명

한 바와 같이 거리측정기술의 한계로 오차가 발생하는

데 오차가 큰 값을 치계산 알고리즘에 용하여 좌표

를 계산 할 경우 제 로 된 결과가 나올 수 없다. 그러므

로 다음과 같은 알고리즘을 용하여 오차의 향을 최

소화 하 다

(1) 구역 필터링 알고리즘 : 에서 언  한 거와 같이 

9개 노드에서 4개의 구역이 있다고 가정한다. 한 구역은 

6개의 치 인지 좌표를 담당하게 된다. RF의 특성상 실

제 거리가 멀수록  신호세기에 의한 거리 오차는 커지게 

되어있다. 이를 구역 필터링을 통하여 1차 필터링을하고 

2차 으로 개선된 알고리즘을 용하여 치인지 오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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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최소화 한다.   

그림 3. 거리별 평균 신호세기
Fig. 3 Average signal strength by distance

그림 3에서와 같이, 거리별로 신호세기의 오차율이 

커지는 것을 알 수 있다. 한 12m 이하에서는 신뢰성 있

는 신호세기임을 알 수 있으며 . 이를 이용하여 구역별 

수 (-60 ~ -80dBm)를 용하여 구역 필터링을 하 다. 

즉 수가 클수록 사용자가 있을 확률이 높아진다. 1차

으로 구역이 필터링 되면 그 구역에 속한 노드를 이용

하여 개선된 삼변 측량법을 이용하여 실 치측정을 하

게 된다.

구역1 = 노드1 + 노드2 + 노드 3 + 노드 4

구역2 = 노드4 + 노드3 + 노드5  + 노드 2

       …

노드1 = 100dbm –4dbm = 36

노드2 = 100dbm –5dbm = 25

       …

(2) 평균값 계산 : 거리측정에 실패한 패킷의 경우 실

제거리보다 훨씬 먼 거리에 있는 것으로 인식되어 이 데

이터가 치계산에 용 될 경우 큰 오차가 발생하 다

(1차 평균). 이를 해결하기 해 노드로 부터 도착한 6개 

데이터의 평균을 구하여 그 값에 가까운 데이터만 따로 

뽑아 다시 평균을 구함으로써(2차 평균) 거리측정에 실

패한 패킷을 치계산에서 배제하 다.

(3) 거리에 따른 오차율 계산 : 실험결과 거리가 멀어

짐에 따라 신호세기 오차율 증가로 인하여 치인지 오

차율도 높아졌다. 이러한 데이터 역시 정확한 치를 계

산하는데 방해요소가 되었다. 그림에 나타났듯이 좌표

를 구하기 해서는 정확한 측정값 두 개만 있어도 충분

하므로 반경이 가장 작은 원(반경이 작을수록 정확도가 

높다)과 교 을 이루지 않는 원을 그리는 측정값과 노드

는 치계산에서 배제하 다.

(a)

(b)

그림 4. 거리에 따른 오차율 계산
(a) 알고리즘 용  (b) 알고리즘 용 후
Fig. 4 Error calculation by distance

(a) Before appling algorithm (b) After appling algorithm

그림 5는 개선된 치인지 알고리즘 구성도를 나타

내었다. 그림 5에서 보는 것처럼, 사용자 태그를 통해 

치데이터가 송 되고, 이 데이터는 수신기와 계

기를 거쳐 서버로 송 된다. 서버로 송 데이터는 

M2M 데이터 수집 모듈을 거쳐 데이터 지스터에 

장된다. 이 치 데이터는 보정기법을 이용하여 데이

터 값이 수정되고 보정된 데이터는 치인지 계산기에 

치데이터 값을 수정한 후에 사용자에게 치데이터 

값을 보낸다. 



개선된 삼변측량법을 이용한 치인지 알고리즘 개발  

477

그림 5. 개선된 치인지 알고리즘 구성도
Fig. 5 Configuration of improved position awareness algorithm

Ⅲ. 사례연구

본 논문에서는 개선된 치인지 알고리즘을 이용하

여 치인지 성공률을 검증하기 하여 먼  시뮬 이

션을 실시하 다. 시뮬 이션 결과, 치인지에 한 성

공률이 93.5%정도이고 실패율이 6.5%이다.

(a)

(b)

그림 6. 시뮬 이션 결과
(a) 도면에 표 된 분포도 화면 

(b) 개선 알고리즘을 이용한 치인지 분석 화면
Fig. 6 The result of simulation
(a) The screen of distribution chart 

(b) The screen of position awareness analysis using 
improved algorith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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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치인지 시뮬 이션 Tool
Fig. 7 Simulation tool of position awareness

그림 8. 실험 구성도
Fig. 8 Configuration of experiment

그림 7은 치인지 알고리즘의 성능을 평가하기 해 

개발한 시뮬 이션 Tool을 나타내었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테스트 정보, 알고리즘 선택, 테스트 결과  

평균 RSSI 까지 표시가 가능하도록 설계를 하 다. 그림

에서 빨강색은 측량 치, 랑색은 단 치를 표시하

고 오른쪽에 있는 차트는 성공율을 나타낸다.

본 논문에서는 개선된 치인지 알고리즘의 성능을 

평가하기 하여 그림 8과 같이 실험장치를 구성하 다. 

가로 세로 30m 내에 수신기 1 와 계기 1 를 설치하

다. 10m 거리마다 사용자 태그을 설치하 다. 사용자 

태그의 치 정보는 4 의 수신기를 거쳐 계기에 송

되고 계기로 송된 치 정보는 유선랜을 통해 서버

를 송되로록 장치를 구성하 다. 

그림 9는 치인지 서버에 한 구성도를 나타내었

다.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원패스 태그에서 수신한 신호

는 계기를 거쳐 치인지 서버로 데이터가 송된다. 

계기에서 송신한 신호는 M2M 데이터 수집모듈를 거

쳐 치인지엔진으로 송된다. 이 신호는 치인지계

산기, 배제알고리즘  구역필터링 알고리즘을 이용하

여 치를 계산하고 그 결과를 메시지 변환 모듈로 송

한다. 이 메시지는 주차 제, 비상알림, 제어  차

량주차 치 등과 같은 서비스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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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치인지서버 구성도
Fig. 9 Configuration of position awareness server

표 1은 개선된 치인지 알고리즘에 한 실험결과를 

요약하 다. 표 1에서 보는 것처럼, 실험은 각 치에서 

5회를 실시하 고, 체 평균 오차거리는 3.5m 정도로 

비교  우수한 성능을 나타내었다. 표에서 보는 것처럼, 

한 치에서 5회 정도의 실험을 하 는데, 사용자 태그

의 치는 변하지 않았지만 치인지 계산 부분에서 다

른 치 데이터 값을 나타내었다. 그 이유는 사용자 태그

와 수신기  송신기 사이의 RF 신호에 의해서 거리의 

오차가 발생함을 알 수 있었다. 

표 1. 개선된 치인지 알고리즘에 한 실험결과
Table. 1 The results of experimental using improved 

position awareness algorithm 

구 분 R1 R2 R3 R4 R5

종합

평균

1회 5.25 1.39 4.55 3.94 0.53

2회 0.53 1.51 2.31 6.35 1.84

3회 8.39 6.67 5.1 4.14 2.51

4회 1.55 4.01 5.27 2.57 3.6

5회 3.56 2.17 4.64 4.16 0.99

평균 3.856 3.15 4.374 4.232 1.894 3.5

그림 10은 R1 치에서 실시한 실험결과를 나타내었

다. 그림 10(a)는 R1 치에서 첫 번째로 실험한 경우에 

한 실험결과이고 5.25m 정도의 오차거리를 나타내었다. 

그림 10(b)는 R1 치에서 두 번째로 실험한 경우에 한 

실험결과이고  0.53m 정도의 오차거리를 나타내었다. 

(a)

(b)

그림 10. R1 치에서 실시한 실험결과
(a) 실험 1 : R1 치에서 실험한 경우 
(b) 실험 2 : R1 치에서 실험한 경우

Fig. 10 The result of experiment practiced R1 position
(a) Experimental 1 : R1 position 
(b) Experimental 2 : R1 position

Ⅳ. 결  론

본 논문에서는 개선된 삼변측량법을 이용하여 치

인지에 한 정확도를 향상시킨 치인지 알고리즘을 

개발하 다. 개선된 삼변측량법은 측정된 신호세기

(rssi)를 기반으로 노드의 치를 계산한 후에, 치보정 

기법을 이용하여 정확도를 개선하 다. 

제안한 방법에 한 성능을 평가하기 해 실험장치

를 설치하 고, 실험은 각 치에서 5회를 실시하 으

며, 체 평균 오차 거리는 3.5m 정도로 비교  우수한 

성능을 나타내었다. 한 치에서 5회 정도의 실험을 하

는데, 사용자 태그의 치는 변하지 않았지만 치인

지 계산 부분에서 다른 치 데이터 값을 나타내었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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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는 사용자 태그와 수신기  송신기 사이의 RF 신호

에 의해서 거리 오차가 발생함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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