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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센서네트워크 기반의 치 인식 시스템은 주변 센서 노드들로부터 거리 정보를 받아 치를 산출한다. 
재 치 인식 시스템에서 비콘 주기는 이동성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비콘 주기에 따른 

수신 데이터양과 이동성에 따른 거리 산출 성능을 실험을 통해 분석하 다. 이러한 실험을 통해 짧은 비
콘 주기에서는 수신 데이터가 증가하지만 고속의 이동 환경에서는 에러율이 격히 증가함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이동성에 따라 비콘 주기를 변화시켜 실험을 수행하고, 수신된 데이터의 에러율과 유효 데이터 를 
근거로 속도에 따라 비콘 주기를 조 할 필요성이 있음을 확인 하 다.

1. 서  론

 최근 들어 도로, 다리, 터 , 빌딩, 건물 벽 등 모든 물

리 공간과 객체에 컴퓨  기능을 추가하여 모든 사물과 

상을 지능화하고, 자공간에 연결되어 서로 정보를 

주고받는 공간을 형성하고자 하는 유비쿼터스 컴퓨 이 

각 을 받고 있다. 이러한 새로운 통신 패러다임은 센서 

네트워크의 필요성을 부분 으로 부각시키고 있다[1].

 센서 네트워크란 여러 개의 - 력 센서 노드가 무선 

통신을 통해 서로 력하여 특정 작업을 수행하는 새로

운 컴퓨  분야이다. 센서 네트워크는 주로 물리 인 공

간의 모니터링이나 치 추 과 같은 주변의 정보를 얻

고자하는 환경에 사용된다. 특히 주변의 치 정보는 사

용자나 사물에게 주변 환경에 한 인식을 가능하게 하

는 기본 인 요소이기 때문에 유비쿼터스 컴퓨 에 가장 

핵심 인 요소이다. 이러한 센서 네트워크와 특정한 기

술과의 결합으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려는 움직임이 일

고 있다[2]. 이러한 움직임으로 센서 네트워크 치 인식 

시스템과 목된 여러 응용들이 연구 되고 있다.

 재 상용화 되어 리 쓰이고 있는 치 인식 기법은 

Global Positioning System(GPS), Cellular System등이 

있으나, 실내에서의 치 인식이 불가능하고, 국소 인 

지역에 한 치 인식에 취약하다[3]. 홈 네트워크 기술

의 발달로 실내 치 인식 시스템의 요구는 증가되고 있

고, 이에 합한 시스템으로는 센서 네트워크를 이용한 

치 인식 시스템(Localization System)이 있다[4][5][6].

 다수의 소형 노드를 이용한 센서 네트워크는 배치가 용

이하므로 실내 치 인식에 합하다. 많은 센서 네트워

크 응용들은 치인식을 필요로 한다. 이동하는 객체에 

한 치 인식은 실내 배치의 확장성, 사용자 치에 

한 라이버시, 치 추  성능 등의 고려사항이 있다

[7]. 이러한 고려 사항  정확도는 치인식의 성능을 

좌우하는 요한 요소이다. 일반 으로 이동성의 증가 

는 치 인식의 정확성을 하 시킨다[8]. 하지만 부분 

치 인식 시스템은 이동성을 고려하지 않는다. 

 본 논문에서는 이동성과 비콘(Beacon) 주기에 따른 

치 인식 성능을 분석하고 이동성에 따라 비콘 주기를 조

할 필요성이 있음을 확인 하 다. 시스템의 요한 환

경 변수로 비콘의 송신 주기가 고려되었다. 주기가 짧아

지면 치 산출에 필요한 수신 데이터는 증가한다. 하지

만 비콘의 송신 주기를 무한정 짧게 설정 할 수 없다. 

이동성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비콘 주기가 짧아지면 수신 

에러율이 증가하고, 치 산출에 필요한 유효 데이터 수

를 감소시킨다. 따라서 비콘의 비콘 주기는 이동성을 고

려하여 결정해야 한다.

 본 논문의 2장에서는 치 인식 시스템의 거리산출 과

정과 비콘 주기를 설명하고, 3장에서는 비콘 주기와 이

동성에 한 실험을 수행하고 분석 한다. 4장에서는 결

론  향후 과제에 해 기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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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련 이론

 MIT Cricket system은 비콘과 리스 (Listener)로 구성

된다. 비콘은 RF 신호와 음  신호를 주기 으로 송

신한다. 리스 는 수신된 정보를 통해 거리를 산출한다. 

치 인식은 거리 산출 과정과 좌표 산출 과정으로 분류

된다. Cricket system의 거리 산출 과정은 TDoA(Time 

Difference of Arrival) 기법을 사용하며, 이러한 기법은 

RF 신호와 음  신호의 도착 시간 차이를 이용한다. 

RF 신호는 빛의 속도로 송되며 음  신호는 음 의 

속도로 송되기 때문에 시간차이가 존재한다. 그림 1과 

같이 비콘에서 RF 신호와 일정 시간의 음  신호를 

송 하고, 리스 는 RF 신호의 도착 과 함께 타이머를 

발생 시켜 음  신호의 도착 시간을  산출한다. 리스

에서 계수된 시간은 음  고유 속도와의 곱으로 거

리를 산출 한다[4][5][6].

그림 1. 비콘과 수신 노드의 거리 산출 방법

 거리 산출을 해 비콘은 주기 으로 RF 신호와 

음  신호를 송한다. 그림 2는 비콘의 주기 인 

시간 간격을 결정하는 알고리즘 이다.  그림 2와 같

이 비콘 주기()는 식(1)과 같이 노드 체 

송 시간()과 다음 비콘의 송신 타이  간격

( )의 합으로 결정 된다. 식(2)의 은 

노드의  노드 개수( )에 의존 이다. 음  신

호 최  송신 시간( )은 최  17m까지 송 

될 수 있는 시간인 53ms로 일정하다. 과 

는 히든노드 터미 로 인한 RF 충돌을 피

하기 한 임의의 Backoff 시간이다. 식(2)의 

은 음  신호 최소 송신시간()과 

로 결정된다. 


              (1)

   ×

 
×  (2)

            (3)

 

그림 2. 비콘 주기 산출

3. 실험 

 이동성과 비콘 주기에 따른 치 인식 성능을 분석하

고, 이동성에 따라 비콘 주기를 조 할 필요성이 있음을 

확인하기 해 비콘 주기에 따른 수신 데이터의 변화와 

이동성에 따른 에러율을 측정하고, 이동성과 수신데이터

의 계를 확인 하 다. 

3.1 실험 환경 

 이동성과 비콘 주기에 따른 성능 분석을 하기 한 실

험 환경을 구성 하 다. MIT Cricket system을 사용하

으며, 2개의 비콘은 천정에, 리스 는 모바일 디바이스

에 배치하 다. 모바일 디바이스는 I-robot사의 청소 로

 룸바를 사용한다. 룸바는 사용자가 직  원하는 방향

과 원하는 속도로 제어 할 수 있는 Serial Command 

Interface(SCI)를 제공한다[9]. 본 실험에서는 100mm/s ~ 

400mm/s의 범 에서 속도를 50mm/s씩 증가시켜가며 

실험을 수행 하 다. 실험은 이동성과 비콘 주기를 변화 

시켜가며 같은 경로를 이동시켰다. 그림 3은 한 변이 

1.6m인 정사각형 실험 이며, 각선 방향으로 이동시키

면서 실험을 수행 하 다. 룸바에 부착된 리스 는 산출

된 거리 정보를 시리얼 통신을 통해서 PC로 송 한다. 

비콘 주기에 따른 성능 분석을 하기 해 표 1 과 같이 

비콘 주기에 한 라미터를 설정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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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


(ms)

P22 22 668 664 2054 2498 

P19 19 601 573 1608 2182 

P13 13 467 392 1157 1549 

P7 7 334 211 705 916 

P2 2 200 50 253 284 

그림 3. 실험 환경 

 

표 1. 라미터 정보

   

 3.2 실험 결과

  3.2.1 비콘 주기와 수신 데이터

   비콘 주기에 따른 평균 수신 데이터를 측정하기 해 

고정된 모바일 디바이스의 속도에서, 비콘 주기를 변화

시켜 평균 수신 데이터양을 측정한다. 그림 4와 같이 

체 으로 비콘 주기와 수신 데이터양은 반비례 한다. 

이는 식(4)의 계로 표  할 수 있다. 는 

평균 수신 데이터양을 은 비콘 주기를 나타낸다. 

따라서 비콘 주기는 모든 노드로부터 수신 받을 수 있

는 특정 범  내에서 최 한 짧게 설정 하는 것이 좋다.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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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비콘 주기와 평균 수신 데이터 양

 3.2.2 모바일 디바이스의 속도와 에러율

  속도에 따른 에러율을 측정하기 해 고정된 비콘 주

기에서 모바일 디바이스의 속도를 변화시켜 속도에 따

른 평균 에러율을 측정 한다. 측정 과정에서 거리 측정

의 오차 범 를 과하는 경우와 RF 신호만 수신 되는 

경우 에러로 정의 한다. 그림 5는 모바일 디바이스의 

속도에 따른 평균 에러율을 나타낸 것이다. 300mm/s 

이상의 상황에서 에러율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속도가 증가함에 따라 RF 신호의 수신 치와 

음  신호의 수신 치의 차이가 증가하며, 송  

음  신호 펄스의 감쇄나 왜곡으로 검 되지 않기 때

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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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5. 모바일 디바이스의 속도에 따른 평균 에러율

 3.2.3 모바일 디바이스의 속도와 유효 데이터

  이동성에 따른 수신 데이터양의 변화를 측정하기 해 

일정 비콘 주기에서 수신되는 데이터를 확인 하 다. 

그림 6은 속도에 따른 수신 데이터양을 나타낸다. 체 

으로 속도가 증가 할수록 수신 데이터양은 어든다. 

400mm/s 속도에서 P2의 비콘 주기일 때 가장 많은 데

이터를 수신하 다. 수신 데이터는 에러 데이터를 포함 

하고 있다. 식 (5)와 같이 수신데이터에서 에러데이터

를 뺀 데이터를 유효데이터로 정의 한다. 이와 같은 유

효데이터의 양은 치 인식의 성능과 비례한다. 그림 7

은 속도에 따른 유효 데이터를 나타낸 그림이다. 체 

으로 속도가 증가 할수록 유효 데이터양은 어든다. 

하지만 그림 6과는 달리 350mm/s 이상의 속도에서 비

콘 주기가 P7일 때 가장 많은 데이터를 수신하 다. 이

는 그림 5에 P2의 높은 속도에서의 높은 에러율로 유

효 데이터가 감소하 기 때문이다. 따라서 350mm/s 이

상에서는 비콘 주기를 P7으로 조 해야한다.

             (5)

 

   그림 8은 속도에 합한 비콘 주기를 그래 로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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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다. 약 350mm/s 까지는 비콘 주기를 최 한 짧게 

설정해야 한다. 하지만 350mm/s 이상에서는 비콘 주기

를 증가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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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속도에 따른 평균 수신 데이터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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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속도에 따른 평균 수신 데이터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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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속도에 합한 비콘 주기

  4.  결론  향후 과제 

   본 논문에서는 이동성과 비콘 주기에 따른 성능 분석

을 한 실험을 수행 하 다. 먼  비콘 주기가 짧아짐

에 따라 수신 데이터는 증가하 고, 짧은 비콘 주기에

서 이동성이 증가함에 따라 에러율도 증가 하 다. 하

지만 비콘 주기가 비교  긴 상황에서는 이동성으로 

인해 발생한 에러율이 낮게 나타났다. 이에 높은 이동

성을 갖는 상황에서는 비콘 주기를 증가시켜 에러 데

이터를 감소 시켜야 한다는 것을 확인하 다. 따라서 

비콘 주기는 모바일 디바이스의 속도에 따라 하게 

조 해야 함을 실험을 통하여 보 다.  

  향후 의 연구를 토 로 모바일 디바이스의 속도와 

비콘 주기의 계를 정량 으로 분석하고 속도에 응

인 비콘 주기를 갖는 시스템을 연구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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