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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객체가 치한 환경에 따른 
실내 치추정기법 선택 알고리즘

☆

An Indoor Location Estimation Method Selection Algorithm 
based on environment of moving object.

  식* 염 진 ** 박  주***

Hyeonsig Jeon Jin-Young Yeom Hyun-Ju Park

요    약

최근 유비쿼터스 컴퓨 과 련된 기술에 한 심이 증 되면서, 사용자의 다양한 요구를 만족하기 하여 이동객체 인
식과 치 추 에 련된 연구가 필요하다. 치 기반 서비스에서 최근 진행 인 가장 요한 논의  하나는 실내 환경에서 
치 인식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본 논문은 실내 환경에서 이동객체의 치를 효과 으로 추정하는데 도움을 주는 알고

리즘을 제안한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알고리즘에는 기존에 연구된 삼각측량법과 통 인 경 분석측량법을 개선한 환경 
응형 경 분석측량법을 조합하 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실내 치 추정 알고리즘은 가시 환경에 있는 앵커가 충분한 

경우에는 삼각측량법을 활용하고, 그 외의 상황에서는 환경 응형 경 분석측량법을 활용한다. 결론 으로 제안하는 알고리
즘은 이동객체의 치 추정 정확도를 향상할 수 있었고, 알고리즘의 복잡도를 낮출 수 있었다.

ABSTRACT

Recently, ubiquitous computing and related technologies is more and more growing concern about. Depending on the 

trend, the moving object recognition and tracking research have been required in order to meet the diverse needs of the user. 

In the location-based services, one of the most important issues in the indoor environment is to provide location-aware services. 

In this paper, the effective algorithm to help estimate the position of moving objects in an indoor environment is proposed. We 

propose an algorithm that combined the existing trilateration measurement and the improved measurement of environmental 

adaptation scene analysis. The proposed indoor location estimation algorithm use the trilateration measurement when we have 

enough anchor in the line-of-sight environment. Otherwise that use measurement of environmental adaptation scene analysis. 

Consequently, the proposed algorithm has been improved the localization accuracy of a moving object as well as was able 

to reduce complexity of the algorithm.

☞ keyword : Location Estimation Algorithm( 치 추정 알고리즘), Indoor Environment(실내 환경), Scene Analysis Method

( 경 분석 측량법), Trilateration(Triangulation)(삼각측량법), LOS/NLOS Environment(가시/비가시 환경)

1. 서  론

최근 정보통신 기술의 발 과 첨단 장치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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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으로 다양한 산업의 융합에 한 사회 인 

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이 심에는 유비쿼터스

(Ubiquitous) 컴퓨 이 있다. 유비쿼터스 컴퓨 은 

수많은 지능형 컴퓨터들이 일상생활 속으로 자연

스럽게 스며들어, 네트워크 는 컴퓨터끼리 유기

으로 결합하여 언제 어디서나 객체를 인지하고, 

필요한 정보나 서비스를 즉시 제공함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도와주는 컴퓨  환경이다[1,2].

유비쿼터스 환경에서 사용자 주의 다양한 응

용 서비스들을 효과 으로 지원하기 해서는 실

내․외 환경에서 객체의 치 정보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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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가시(LOS) 환경  비가시(NLOS) 환경 

[3]. 일반 으로 객체의 치를 확인하기 하여 

사용하는 기술로 Global Positioning System(GPS)

이 있다. GPS는 성을 이용하기 때문에 성으

로부터 수신할 수 없는 역에서의 치 측 는 

기술 으로 불가능하거나, 가능하더라도 정확도

가 매우 낮아지는 특성으로 실내 환경에서 사용

하는 것은 부 합하다[4]. 이에 따라 실내 환경에

서 객체의 치 정보를 얻기 한 효과 인 치 

인식 기술이 필요하다. 치를 추정하는 표 인 

알고리즘으로는 삼각측량법(Trilateration)과 경 

분석측량법(Scene Analysis)이 있다. 그러나 기존

의 통 인 경 분석측량법은 기 구축비용이 

많이 들며, 환경 변화에 능동 으로 응하지 못

하는 문제 이 있다[5, 6]. 이러한 문제 을 개선

한 기법으로 환경 응형 경 분석측량법이 있

다. 본 논문에서는 실내 환경에서 이동객체

(Mobile Station: MS)의 치를 추정할 때 삼각측

량법과 환경 응형 경 분석측량법을 도입하여 

환경상태에 따라 한 알고리즘을 선택하는 효

율 인 실내 치 추정 알고리즘을 제안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가시

(Line-of-Sight: LOS) 환경  비가시(Non Line- 

of-Sight: NLOS) 환경에 하여 살펴보고, 삼각측

량법과 환경 응형 경 분석측량법에 한 기

존 연구를 설명한다. 3장에서는 2장에서 살펴본 

삼각측량법과 환경 응형 경 분석측량법을 도

입하여 객체의 치를 효율 으로 추정할 수 있

는 실내 치 추정 알고리즘을 제안한다. 4장에서

는 본 논문에서 제안한 실내 치 추정 알고리즘

의 성능을 검증하고, 5장에서는 논문을 맺으며, 

앞으로의 연구 과제를 설명한다.

2. 련연구

2.1 LOS 환경  NLOS 환경

(그림 1)에서 보듯이 무선 통신 환경에서 기지

국(Base Station: BS)과 MS가 치하는 환경은 서

로 간에 방해물이  없는 LOS 환경과 방해물

이 존재하는 NLOS 환경으로 나  수 있다.

무선 통신 환경에서 MS의 치를 정확하게 찾

기 한 요 과제 의 하나는 NLOS로 인해 발

생하는 치 추정 에러 문제의 해결이며, 이 문제

를 해결하려는 방법으로는 ‘Based on range 

estimates’, ‘Based on position estimate’, ‘Based on 

channel statistics’가 있다[7].

2.2 삼각측량법

일반 으로 실내 환경에서 MS의 치를 추정

할 때 치 인식 시스템으로부터 측정한 신호 정

보를 이용한다. 이러한 방법은 하나의 MS와 여러 

개의 BS 사이의 무선 경로의 방향이나 길이를 통

하여 치를 결정한다[8].

삼각측량법은 MS의 치를 단하는 일반 인 

방법으로 다수(보통 3개 이상)의 BS로부터 정보

를 얻어 MS의 치를 평가하는 방식이다. 삼각측

량법의 기법으로는 치를 알고 있는 들로부터

의 정보를 가지고, 여러 치에서 측정한 거리 정

보를 사용하는 “Trilateration”이 있고, 지리 으로 

분리된 들에 한 각도나 방향을 측정하여 결

정하는 “Triangulation”이 있다.

삼각측량법의 측  방법  본 논문에서 제안

하는 알고리즘에서 활용하는 방법은 시간을 기반

으로 하는 Time of Arrival(TOA)이다. TOA는 BS

와 MS사이의  도달 시간을 이용하여 그들 사

이의 거리를 계산하는 방법이다[9]. TOA를 이용

하는 표 인 치 인식 시스템으로는 GPS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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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TOA 방식의 원리

으며, TOA는 BS와 MS사이의 동기화가 필요하다.

(그림 2)는 TOA의 원리를 보여 다. 치 

()은 MS의 치이며,    

 은 각 BS의 치이다. (그림 2)에서 보이는 

수식에서 BS로부터 MS에 도착한 신호의 도착 시

간을 활용하여, BS와 MS의 거리 데이터(‘, , 

’)를 얻을 수 있다. 각 BS와 MS의 거리인 ‘, 

, ’을 활용하여 각 BS를 원 으로 하는 원을 

그릴 수 있고, 이 원들의 교차 이 MS의 추정된 

치()가 된다[10].

2.3 환경 응형 경 분석측량법

환경 응형 경 분석측량법은 환경 변화를 

능동 으로 반 할 수 있는 환경 응형 시스템

으로, 기존 통 인 경 분석측량법이 가지는 

문제 을 해결하여 환경 변화가 빈번한 실내 환

경에 최 화된 시스템이다. 환경 응형 경 분

석측량법의 주요 모듈은 삼각측량(Trilaterlation) 

모듈과 경 분석측량법(Scene Analysis Method)으

로 구성된다. 삼각측량 모듈은 기존 삼각측량법 

이외에 기존연구인 비가시선 식별 기법(LOS/ 

NLOS Identification Method)을 추가로 용한다. 

환경 응형 경 분석측량법은 기존 경 분석

측량법의 문제 을 해결하기 하여 환경 정보 

데이터베이스(Env-Info Database)와 측정 알고리즘

(Measure Algorithm)으로 구성 고, ‘Run-Time Training’ 

기법을 추가하 다. 환경 응형 알고리즘에서 

“Positioning” 단계의 차는 기본 으로 통 인 

경 분석측량법에서 “Run-Time Training” 단계를 

도입하고, 이 단계에서 필요한 정보를 유지하기 

하여 “Positioning” 단계에서 측정한 MS의 최종 

치 데이터를 시스템상의 버퍼에 하는 단계

가 추가된다. 여기에서 버퍼는 CREATE BUFFER

와 UPDATE BUFFER로 유지함으로써 추가 인 

연산 비용을 인다[6].

3. 제안하는 실내 치 추정 알고리즘

3.1 제안하는 실내 치 추정 알고리즘

치를 추정하는 표 인 알고리즘으로 삼각

측량법과 환경 응형 경 분석 측량법이 있다. 

일반 으로 MS의 치를 추정할 경우, 객체의 

치 추정 정확도를 높이기 해서 경 분석측량

법을 사용한다. 그러나 경 분석측량법은 기 

구축비용이 많이 들며, 환경 변화에 능동 으로 

응하지 못하는 문제 이 있다. 삼각측량법은 설

치  운용에 많은 노력이 요구되지만 경 분석

측량법보다 비용 부담이 고, 최소한의 계산을 

통하여 신뢰성이 높고 정확한 치 검출이 가능

한 장 이 있다. 그러나 삼각측량법은 NLOS 환경

일 경우 치 추정 정확도가 낮아지는 문제 이 

있다. 따라서 MS가 치한 환경이 LOS 환경으로 

단되면, 삼각측량법을 이용하고, NLOS 환경으

로 단되면 경 분석측량법의 문제 을 개선한 

환경 응형 경 분석측량법을 사용하면 경 

분석측량법으로 인해 발생하는 알고리즘의 복잡

도  시스템의 부하를 일 수 있다[11]. MS가 

치한 환경을 LOS 환경으로 단하는 기 은 

MS와 BS간의 신호를 막는 장애물이 없는 환경인 

BS가 3개 이상일 경우이고, NLOS 환경으로 단

하는 기 은 LOS 환경인 BS가 3개 미만일 경우

이다. LOS/NLOS 환경을 식별하는 기법은 기존에 

연구된 내용을 참조한다. 본 논문은 삼각측량법과 

환경 응형 경 분석측량법 에서 치를 추

정하는 지역의 환경에 따라 가변 으로 치추정 

기법을 선택하여 이동객체의 치추정 정확도를 

높이고 시스템의 부하를 일 수 있는 실내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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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제안하는 실내 치 추정 알고리즘의 구성 

(그림 4) Proposed Indoor Location Algorithms을 

활용한 치 추정 시스템

추정 알고리즘을 제안한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실내 치 추정 알고리

즘은 “NLOS Identification” 모듈, “Adaptive Scene 

Analysis” 모듈, “Trilateration” 모듈, “Algorithm 

Selection” 모듈로 구성된다. (그림 3)은 제안하는 

실내 치 추정 알고리즘의 구성을 보여 다.

“NLOS Identification” 모듈은 실내 치 시스템

으로부터 입력받은 신호를 이용하여, 입력된 신호

의 LOS/NLOS를 정하는 모듈이다. 이 모듈에서

는 기존 연구인 NLOS 식별 기법을 활용하여 BS

와 MS 사이에서 수신된 정보를 분석하고 입력 신

호의 LOS/NLOS 결과를 단한다. 단한 결과는 

환경 정보 데이터베이스에 기록한다. 따라서, MS

의 치를 추정할 때 정확도를 향상할 수 있다. 

“Adaptive Scene Analysis” 모듈은 환경이 복잡

하거나, 다수의 LOS 신호를 가진 BS가 없을 때 

MS의 치를 추정하기 하여 사용하는 모듈이

다. 이 모듈에서는 환경 응형 경 분석측량법

을 활용하 다[6].

“Trilateration” 모듈은 TOA 측  기법을 활용하

여, MS의 치를 추정한다.

“Algorithm Selection” 모듈은 “NLOS Identification” 

모듈의 결과를 활용하여, 어떤 알고리즘을 선택할 

것인지 결정하는 모듈이다. 만약 LOS 환경에 있

는 BS가 시스템에서 정한 임계 값(threshold) 이상

이면 삼각측량법을 활용하고 임계 값보다 다면 

환경 응형 경 분석측량법을 활용한다. 

(그림 4)는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실내 치 추

정 알고리즘을 활용한 치 추정 시스템의 차

를 나타낸다.

제안하는 실내 치 추정 시스템의 흐름은 다

음과 같다. 먼  사용자가 알고리즘에 자신의 

재 치에 한 정보를 요청한다(그림 4①). 실내 

치 추정 시스템의 리 모듈은 제안하는 실내 

치 추정 알고리즘의 체 로세스를 총 하는 

역할을 한다. 재 단계에서 리 모듈은 인터페

이스를 통하여 사용자의 요청을 확인(그림 4②)하

고, 인터페이스를 통하여 실내 치 시스템에 사

용자의 재 치를 요청한다(그림 4③④). 실내 

치 시스템은 알고리즘의 리 모듈로부터 요구

받은 치 측정을 실행한 결과를 알고리즘의 

리 모듈에 달한다(그림 4⑤⑥).

리 모듈은 실내 치 시스템으로부터 얻은 

정보인 BS와 MS사이의 거리 데이터를 알고리즘

의 비가시선 식별 모듈에 달한다(그림 4⑦). 알

고리즘의 비가시선 식별 모듈은 ‘NLOS 식별 기

법’을 활용하여, BS별로 LOS/NLOS 정을 하고, 

결과를 알고리즘 선택 모듈로 달한다(그림 4⑧).

제안하는 알고리즘의 선택 모듈은 비가시선 식

별 모듈로부터 얻은 정보를 분석하여, 사용자가 

치 추정을 요청한 지역에 LOS로 정된 BS가 

충분히 있으면, 삼각측량(Trilateration) 모듈로 데

이터를 달한다. 그러나 사용자가 치 추정을 

요청한 지역에 LOS로 정된 BS가 충분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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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제안하는 실내 치 추정 알고리즘의 Algorithm 

Selection 모듈에서 특정 알고리즘을 선택하는 

논리

Type Contents

앙처리장치 (CPU) Intel i7 870 (2.93GHz)

주기억장치 (RAM) 16GB

운 체제 (OS)
Microsoft Windows 7 

Enterprise K

개발도구 Mathworks Matlab 2008b

(표 1) 시뮬 이션에서 활용한 컴퓨터 환경

으면, 환경 응형 경 분석측량(Adaptive Scene 

Analysis) 모듈로 데이터를 달한다.(그림 4⑨). 

알고리즘의 삼각측량 모듈과 환경 응형 경 

분석측량 모듈은 알고리즘 선택 모듈에서 송된 

결과 데이터를 활용하여, 요청한 사용자의 치를 

결정한다(그림 4⑩). 최종 으로 추정된 사용자의 

치를 환경 정보 리 모듈로 달하여, 환경 

응형 경 분석측량법의 통계 데이터로 활용한다

(그림 4⑪). 여기에서 환경 정보 리 모듈이 하는 

역할은 제안하는 실내 치 추정 알고리즘에서 

얻은 치 추정 데이터를 리하고, 환경 응형 

경 분석측량 모듈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데이

터를 한다. 환경 정보 리 모듈에서 데이터

를 하는 방법은 환경 응형 경 분석측량

법의 ‘Positioning’ 단계와 유사하다.

제안하는 알고리즘은 리 모듈에 사용자의 

치 추정 결과 데이터를 송하고, 치 추정 결과

를 사용자에게 달하는 것으로, 체 로세스를 

종료한다.

3.2 제안하는 실내 치 추정 알고리즘의 구

(그림 5)은 Algorithm Selection 모듈에서 삼각 

측량법을 사용할지, 아니면 환경 응형 경 분

석 측량법을 사용할지 결정하는 알고리즘의 일부

분을 보여 다.

(그림 5)의 ‘’는 제안하는 알고

리즘에서 결정하는 값으로, LOS 환경에 있는 BS

의 수가 몇 개 이상이 있을 때, 삼각측량법을 활

용할 것인지 결정하는 상수이다. LOS 환경에 있

는 BS가 ‘’보다 많으면 삼각측량

법으로 MS의 치를 추정하고, 으면 환경 정보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는 환경 응형 경 분석

측량법을 활용한다. 

‘’는 일반 으로 2차원 환경에

서는 3개 이상으로 설정하며, 3차원 환경에서는 4

개 이상으로 설정한다.

4. 성능검증

4.1 모의실험 환경

실제 환경에 존재하는 다양한 제약조건 때문

에,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실내 치 추정 알고리

즘을 실제 환경에서 검증하기 어렵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알고리즘의 성능검증은 자체 

제작한 시뮬 이터 환경에서 실험을 진행하 다. 

성능검증에서는 BS를 ‘앵커(BS)’로 명명한다.

(표 1)은 본 논문에서 제안한 알고리즘의 성능

을 검증하기 하여 사용된 컴퓨  환경이다.

(표 2)는 모의실험에서 활용한 실내 환경의 구

성 정보이다. 여기에서 오차는 시스템 하드웨어의 

특성과 Measurement Noise, 그리고 기타 여러 환

경  요인을 반 하기 하여 정확하게 설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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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Contents

MS의 수 1개

Anchor의 수 6～7개

MS의 시작 치 [X] 1,000cm [Y] 2,500cm

측정면 [X] 10,000cm [Y] 5,000cm

MS의 이동 속도 Walk : 150cm/sec

Anchor의 측정 오류

(Measurement Noise)

LOS 환경일 때의 오차가 

±20～200cm 이내.

(표 2) 시뮬 이션에서 활용한 테스트 환경

(그림 6) 모의실험 환경Ⅰ

(그림 7) 모의실험 환경Ⅱ

Parameter
Contents

(Walk)

Contents

(Walk)

Contents

(Walk)

Contents

(Walk)

거리 

측정 오차
±20cm ±50cm ±100cm ±200cm

MS 
이동 속도

150
cm/sec

150
cm/sec

150
cm/sec

150
cm/sec

샘  
데이터 수

134 134 134 134

측정 횟수 10 10 10 10

(표 3) 모의실험 조건 

(그림 6)과 (그림 7)은 본 논문의 모의실험에서 

활용한 환경이다. 형 인 실내 환경의 장애물 

배치와 유사하게 생성하 고, 실험 환경에 따라 6

개의 앵커(BS)와 7개의 앵커(BS)를 배치하 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실내 치 추정 알고리즘

은 LOS 환경에 있는 앵커(BS)가 충분한 경우(3개 

이상)에는 삼각측량법을 활용하고, 그 외의 상황

에서는 환경 응형 경 분석측량법을 활용하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상황이 모두 공존하는 상황이 

필요하다.

따라서 (그림 6)에서는 제안한 알고리즘의 식별 

기법을 효율 으로 평가하기 하여 어떤 치에

서 있더라도 LOS 환경에 있는 앵커(BS)가 3개인 

환경을 보장하도록 구성하 고, (그림 7)에서는 

LOS 환경에 있는 앵커(BS)의 개수를 3개 이상 보

장하지 않는 환경 즉, LOS 환경과 NLOS 환경이 

공존하는 환경으로 구성하 다. 

4.2 모의실험 결과

본 논문의 모의실험은 5단계로 진행되었다. 먼

 가상 환경을 설정하고, MS의 경로 데이터를 

생성한 후, 치 정보를 얻기 하여 삼각측량

(Trilateration)을 수행하 다. 마지막으로 결과 데

이터를 얻은 후 데이터를 비교 분석하 다. 

4.2.1 시뮬 이션 조건

본 모의실험에서는 알고리즘의 효과를 더 정확

하게 확인하기 하여 NLOS 식별 정확도가 높다

고 가정하고, LOS 환경의 앵커(BS)를 정확히 추

정할 수 있다고 가정한다. 

(표 3)은 본 모의실험에서 사용한 조건을 요약

하여 보여 다.

본 모의실험에서 활용하는 가시 환경에서의 거

리 측정 오차는 ±20cm, ±50cm, ±100cm,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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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모의실험 환경Ⅰ에서 제안하는 알고리즘의 실험 

결과

환경정보 치 추정 정확도 (cm)

에러

정보

반복

횟수

삼각

측량법

제안하는 

알고리즘

20cm

1 1211.753 24.076

3 1411.998 12.809

5 1378.639 10.057

10 1436.754 7.135

50cm

1 1493.980 59.280

3 1434.614 32.713

5 1366.733 24.681

10 1439.686 17.150

100cm

1 1183.881 115.411

3 1129.056 60.032

5 1229.761 47.825

10 1096.281 33.990

200cm

1 1068.914 229.242

3 995.787 137.587

5 914.365 97.834

10 590.485 70.738

(그림 8) 모의실험 환경Ⅰ에서 제안하는 알고리즘의 실험 

결과의 

±200cm이다.

4.2.2 알고리즘 성능 검증을 한 상 알고리즘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실내 치 추정 알고리

즘의 성능을 검증하기 하여 삼각측량법

(Trilateration)의 종류  하나인 TOA 측  기법을 

활용하여 비교하 다. 

4.2.3 제안하는 알고리즘의 검증Ⅰ

본 검증을 한 모의실험은 최소 3개 이상의 

LOS 신호를 갖는 환경(모의실험 환경Ⅰ)에서 진

행하 다. (표 4)는 본 논문에서 제안한 치 추정 

알고리즘의 치 추정 정확도를 분석하기 하여 

실험한 결과이다. (표 4)의 ‘반복 횟수’는 앵커(BS)

와 MS 사이에서 신호를 수신한 횟수이다. 일반

으로 실내 치 추정 시스템의 정 도는 신호를 

많이 수신할수록 좋다. 왜냐하면, 일반 으로 측

정 횟수를 한 데이터를 활용할 때, 실내 치 

추정 시스템의 오차 정 도를 향상할 수 있기 때

문이다. ‘에러 정보’는 치 인식 시스템의 특성을 

나타내는 측정 잡음(Measurement Noise)이다. 일

반 으로 측정 잡음이 낮을수록 좋은 시스템이라

고 볼 수 있다. ‘삼각측량법’은 일반 인 삼각측량

법으로 얻은 치 추정 정확도이다.

(표 4)의 실험 결과는 같은 조건의 환경에서 10

회 측정 후 평균을 낸 결과이다. 결과를 보면 알 

수 있듯이, 본 논문에서 제안한 알고리즘은 기존 

‘삼각측량법’ 보다 우수한 결과를 보여 다. 이뿐

만 아니라, 실제 추정된 치 정확도를 살펴보면 

실제 시스템의 ‘Measurement noise’와 큰 차이가 

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8)은 모의실험 환경Ⅰ에서 실험한 제안하

는 알고리즘의 실험 결과의 를 보여 다. (그림 

8)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제안하는 알고리즘은 

매우 훌륭한 치 추정 정확도를 얻을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4.2.4 제안하는 알고리즘의 검증Ⅱ

본 검증을 한 모의실험은 LOS 환경에 있는 

앵커(BS)의 개수를 3개 이상 보장하지 않고, LOS

와 NLOS 환경이 모두 공존하는 환경(모의실험 

환경 Ⅱ)에서 진행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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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모의실험 환경Ⅱ에서 제안하는 알고리즘의 실험 

결과

환경정보 치 추정 정확도 (cm)

에러

정보

반복

횟수

삼각

측량법

제안하는 

알고리즘

20cm

1 1577.190 9.326

3 1608.324 5.583

5 1593.485 4.359

10 1504.748 3.137

50cm

1 1470.210 23.588

3 1569.715 13.117

5 1560.691 10.290

10 1546.428 7.522

100cm

1 1418.639 56.923

3 1484.333 27.705

5 1373.882 22.391

10 1332.613 14.726

200cm

1 1256.294 179.024

3 1335.559 125.584

5 1180.383 104.424

10 928.174 86.516

(그림 9) 모의실험 환경Ⅱ에서 제안하는 알고리즘의 실험 

결과의 

(표 5)에서는 (표 4)와 마찬가지로 2차원 환경에

서 제안한 환경 응형 경 분석측량법의 치 

추정 오차를 확인할 수 있다.

(표 5)에서 알 수 있듯이,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알고리즘은 LOS 환경과 NLOS 환경이 공존하는 

상황에서 매우 훌륭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 것

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에러 정보’가 200cm 

이상일 때의 치 추정 정확도는 다른 실험 결과

와 비교하면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실험 결과로 비추어볼 때, 참조 지 을 선정할 때 

환경의 ‘에러 정보’를 효율 으로 반 하는 연구

가 필요할 것으로 상한다. (그림 9)는 모의실험 

환경Ⅱ에서 실험한 제안하는 알고리즘의 실험 결

과의 를 보여 다. (그림 9)을 살펴보면, LOS와 

NLOS 환경이 공존하지만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알고리즘의 치 추정 정확도는 다른 알고리즘에 

비하여 우수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림 9)에 포함된 ‘○’ 지역과 같이 제안하는 알고리

즘의 치 추정 정확도가 크게 나빠지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 게 특정 상황이나 순간 으로 데이

터의 핑(jumping) 상이 발생하는 원인을 분석

하여 알고리즘을 개선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5. 결론  향후 연구방향

본 논문에서는 MS의 치를 추정할 때, 삼각측

량법과 환경 응형 경 분석측량법을 도입하여 

실내 환경에서 효과 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실내 

치 추정 알고리즘을 제안하 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실내 치 추정 알고리즘은 2개의 알고리

즘을 병행하여 사용한다. 즉, LOS 환경에 있는 

BS가 충분한 경우에는 삼각측량법을 활용하고, 

그 외의 상황에서는 환경 응형 경 분석측량

법을 활용하 다. 모의실험 결과에서 볼 수 있듯

이, 실내 환경에서 MS의 치를 추정할 때 치 

추정 정확도를 향상할 수 있었으며, 알고리즘의 

복잡도를 낮출 수 있었다.

앞으로의 연구로는 다양한 실내 환경의 모델을 

생성한 후, 제안하는 알고리즘에 한 검증이 필

요하고 실내 환경에서의 치 추정은 변수가 많

은 환경이기 때문에, 변수를 최소화하기 한 노

력이 필요하다. 이뿐만 아니라 모의실험에서 안정

화 단계에 이르면, 실제 환경에 치 인식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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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본 논문에서 제안한 치 추정 알고리즘을 배

치한 후, 성능 검증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다양

한 실내 치 인식 시스템과 연동할 수 있도록 제

안하는 알고리즘의 구조를 유연하게 개선하는 방

법이 필요하다. 앞으로 다양한 실내 환경의 모델

을 생성한 후 제안하는 알고리즘을 검증하여, 안

정화 단계를 거쳐 실생활에 응용할 수 있다면 의

료, 치안유지, 공장안 사고 등 다양한 분야에 

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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