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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노드가 임의 배치된 
무선 센서네트워크에서 

다  세기 비콘신호 
기반 측

(Localization based on 

Multiple-Powered Beacons 

in Wireless Sensor Networks 

with Random-deployed Anchors)

 안 홍 범 †    김 동 욱 †

       (Hongbeom Ahn)    (Donguk Kim)

홍 진 표 ††

                 (Jinpyo Hong)

요 약 많은 측  알고리즘이 참조노드가 정사각형의 

모서리에 치한다고 가정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다각형이 

되거나 임의 으로 배치되는 경우가 있다. 실제 용성이 

높은 실내 측  알고리즘  신호세기에 따라 가 치를 부

여하고 측 하는 방식인 WCL(Weighted Centroid Locali-

zation)이나 WMRL(Weighted Multiple Rings Localiza-

tion)도 기본 으로 참조노드의 배치가 정사각형이라는 한

계를 가지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참조노드가 임의로 배치

되어 있는 경우에도 측  할 수 있는 방식을 제안한다. 참

조노드에서 송출한 다  신호 세기의 비콘신호 에서 수

신 가능한 비콘신호를 이용해서 가 치를 구하는 신 노

드간의 거리를 추정하고, 이 거리를 삼변측량에 용하여 

자신의 치를 계산한다.

실험 결과, 제안한 알고리즘은 에러가 없는 환경에서 

WMRL  WCL보다 2배 이상의 성능향상을 보 다. 에러

가 있는 실내 환경에서는 DV-hop 보다 평균 6%, 

WCL  WMRL에 비해 평균 16% 정도로 측  정확성이 

개선되었음을 보 다.

키워드 : 무선 센서네트워크, 실내 측 , 다  링, 임의 

배치

Abstract The majority of localization algorithms 

assume the anchor nodes are deployed in a square. 

However, the anchor nodes are likely to be deployed 

randomly. Both WCL and WMRL, these algorithms using 

weight value which is estimated by the strength of 

received signal have limitation. The limitation is that the 

anchor nodes must be placed in a square. In this paper, 

we proposed a localization algorithm that can calculate 

the position of nodes regardless of the limitation. In the 

proposed algorithm, a sensor node detects a beacon 

signal of multiple beacon signals emitted by an anchor 

node and it estimates the pseudo range between the 

anchor and beacon node. Lastly, it calculates its position 

by using trilateration. The simulation results show that 

the algorithm twice outperforms WCL and WMRL in an 

ideal environment. Furthermore, the proposed algorithm 

is better performance than DV-hop and WMRL, about 

6% and 16% respectively in a noisy environment.

Key words : Wireless Sensor Networks, Indoor 

Localization, Multiple Rings, Random- 

deployment

1. 서 론

치 기반 서비스(LBS, Location Based Services) 

시장이 세계 으로 성장함과 동시에 GPS(Global Posi-

tion Systems)로 측정이 불가능한 실내에서의 정확한 

측  알고리즘  표 화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

다. 특히, Zigbee 는 Wi-Fi를 활용하여 실내에서 수

십 m내의 고정  측  기술이 응용되고 있으며, 다수의 

서비스 업체에서 사용되고 있다.

실내 측  기술은 구 방법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될 

수 있지만, 이미 타당성이 입증된 기법으로 다음의 3가

지 기술인 Cell-ID, Fingerprint[1], WCL[2]방식으로 

나 어 볼 수 있다. Cell-ID 방식은 이미 배치된 AP 

(Access Point) 는 참조노드의 치를 가지고 해당 

노드에 속된 노드의 치를 단하는 기법이나 측

의 정확도가 상 으로 낮은편이다. Fingerprint 방식

은 치 측  이 에 각 기  별로 다수의 참조노드

로부터 수신되는 신호세기를 DB화하여 치 측  단계

에 DB와 가장 유사한 치를 단말의 치로 추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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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정사각형으로 배치된 WMRL의 효과와 참조노드를 내부에 배치했을 때 성능 하 상

(측 의 정확도는 어둔운 색으로 갈수록 높을수록 높은 것이고, 색원으로 표 된 것은 참조노드를 의미함)

해당 방식은 정확도가 높으나 DB 구성 복잡도가 높은 

방식이다. WCL 방식은 각 참조노드로부터 수신된 신호

세기에 따라 가 치를 주어 노드의 치를 추정하는 간

단하고, 실제 용성이 높은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한, 실제 실내 환경에서 용성이 높은 WCL과 방

식과 유사하게 가 치를 사용하는 WMRL[3]은 참조노

드가 다  신호 세기의 복수 비콘신호를 송신하면 평면

상에 링을 형성하게 되고 센서노드는 자신이 속한 링을 

통해 가 치를 설정, 참조노드의 좌표와 해당 가 치를 

이용하여 최종 으로 가  합을 통해 자신의 치를 계

산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WMRL  WCL과 같이 실

내 환경의 용성이 높은 측  알고리즘 연구에는 다음

과 같은 한계가 있다.

∙참조노드가 네트워크 내에서 사각형 는 정사각형 

모서리에 존재해야 한다.

∙기존 연구 결과가 실내 측  모델을 정확히 고려하

여 정확히 평가되지 않았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해, 가 치

를 사용하지 않고 센서노드는 각 참조노드의 다  비콘

신호  자신이 속한 유효한 링을 통해 자신과 참조노

드의 가상거리(pseudo range)를 유추하는 방식을 사용

한다. 여기서 가상거리라 함은 계산된 노드 간의 략

인 거리를 의미한다. 한, 참조노드가 임의 배치된 환

경에서 실내에서의 발생할 수 있는 센서 네트워크의 불

규칙한 특성을 고려한 모델을 사용하여 제안한 알고리

즘의 성능을 분석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제안하는 

알고리즘의 비교군인 다른 실내 측  방식과 제안하는 

알고리즘에서 풀어야 하는 요구사항에 해, 3장에서는 

불규칙한 참조노드 배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 과 

해결방안에 하여 논의한 후 4장에서의 시뮬 이션 결

과를 통해 제안한 방식의 우수성을 분석해보도록 한다.

2. 가 치 기반 기존 측  알고리즘의 비 실성

WMRL은 WCL과 같이 가 치 값과 참조노드의 좌

표를 기 으로 센서노드의 치를 분산 으로 계산하는 

측  알고리즘이다. WCL에서는 아래의 식 (1)과 같이 

각 가 치를 계산한다. 가 치 
WCL
ijw 는 센서노드 i에서 

참조노드 j  사이의 거리의 역수이며, 노드 간의 거리 dij

는 수신된 RSSI로 계산된다. 일반 으로 g는 환경변

수로서 1로 설정된다.

                   (1)

WMRL에서는 참조노드가 다  비콘신호의 각 신호 

세기를 조 하여 보내며, 효율 인 측  계산을 해 각 

신호세기마다 상이한 신호 도달 거리 비율에 따른 가

치 모델을 다음 식 (2)와 같이 설정된다. 다  비콘신호

는 평면에서 도달거리가 서로 상이한 링을 형성하고, 센

서노드는 j개의 참조노드에서 자신이 수신할 수 있는 

링의 번호를 통해 가 치를 얻은 후 가 합으로 자신의 

치를 계산한다. 2개의 알고리즘 모두 센서노드는 참조

노드의 좌표와 노드 간 거리에 따른 가 치의 합으로 

자신의 좌표를 계산한다. 식 (2)에서 kj 와 M은 각각 kj

는 참조노드 j에서 발생한 k번째 송신신호와 체 송

신되는 참조노드의 신호 수를 의미하며, j는 네트워크에 

존재하는 j번째 참조노드를 의미한다.

  (2)

하지만, 와 같은 기존 측  알고리즘을 실에 용

하기 해서는 다음과 같은 한계를 가지고 있다.

∙참조노드가 정사각형의 꼭지 에 배치된다고 가정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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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규칙한 신호 강도를 보이는 실내환경에서 용하

기 곤란함

한, 그림 1과 같이 WCL, WMRL과 같이 참조노드

가 정사각형이 아닌 다른 구조나 임의 배치되는 경우, 

측  결과가 격히 해됨을 알 수 있다. 이와 더불어, 

다수의 RSSI를 사용하는 측  알고리즘 같은 경우 

실내에서의 경로손실  다 경로 문제로 노드 간의 거

리를 정확히 유추할 수 없는 문제 [4]을 보이며, 이런 

문제는 실내에서의 알고리즘 정확도를 심각하게 해한다.

3. 실내에 임의 배치된 참조노드 기반 측  알

고리즘

참조노드의 배치가 정사각형을 포함해서 임의로 배치

되어 있을 경우 측  알고리즘을 소개하기로 한다. 먼 , 

제안하는 측  알고리즘의 제 사항은 다음과 같다.

∙참조노드는 자신이 송출하는 신호의 세기를 제어할 

수 있고[5], 각 신호의 도달거리는 송신 신호세기에 

따라 각각 상이하며 자신의 치를 알고 있다.

∙각 참조노드는 측 를 해 [6]에서 제안한 다  비

콘 임의 MAC 로토콜인 Localization MAC

을 따르며, 기존의 로토콜의 방식과 다르게 아래

의 그림 2와 같이 슈퍼 임 내에 복수 개의 다  

신호 세기의 비콘신호를 송할 수 있다. 이때, 가

장 작은 신호 세기의 비콘신호부터 가장 큰 신호 

세기의 비콘신호까지 순차 으로 송출한다.

그림 2 다  신호세기 송을 해 제안된 MAC 로

토콜(Localization MAC)

3.1 다  신호 세기 비콘신호의 구성

먼 , 표 1과 같이 기호를 정의하기로 하자.

표 1 알고리즘에 사용되는 기호

기호 의미

j 참조노드 j

i 참조노드 j와 응되는 다수의 참조노드

N 참조노드 j와 통신할 수 있는 모든 참조노드의 수

M 다  신호 세기 비콘의 총 개수

k M개의 비콘 신호  k번째 신호

rjk 참조노드 j에서 발생한 k번째 신호의 도달 거리

각 참조노드는 식 (3)과 같이 다  신호 세기의 비콘

신호를 송신한다. rM 을 최  송신 세기 신호의 도달 거

리 즉 참조노드가 송할 수 있는 최  신호 도달거리

라 할 때, 체 M개의 다  신호는 각각 도달거리 rjk

가 되도록 신호세기를 설정하여 송출한다.

            (3)

각 비콘신호에는 아래 값으로 구성된 측  정보 메시

지도 포함하여 송신한다.

                  (4)

3.2 알고리즘 동작 과정

2 에서 논의했던 바와 같이, WCL과 WMRL 측  

알고리즘은 정해진 형태의 네트워크 이외의 네트워크에

서는 성능 하를 보일 것을 측할 수 있는데, 이는 해

당 알고리즘이 참조노드의 좌표와 노드 간의 거리를 기

반 가 치로 치를 추정하기 때문이다. 그림 1에서 제

시된 시뮬 이션을 통해서도 정사각형 형태로 참조노드

가 배치되지 않는 경우 심각한 성능 하를 발생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로 인해, 본 논문에서는 참조노드가 

정사각형으로 배치되어야 활용성이 높은 가 치를 사용

하는 신, 센서노드와 참조노드 간의 가상거리를 활용

하여 센서노드의 치를 계산하는 방식을 사용한다.

다음 식 (5)에서는 가상거리를 d를 구하는 방식을 나

타낸다. 센서노드가 자신의 비콘신호 수신 기간 동안 다

수의 참조노드로부터 측  정보 메시지를 수신할 것이

며, 동일한 참조노드에서 서로 다른 k 값의 측  정보 

메시지를 수신할 것이다. 같은 참조노드에서 서로 다른 

k인 경우에는 가장 작은 k 값을 유효한 값으로 결정하

는데 이는 다  신호가 작은 것부터 발생하기 때문에 

참조노드와 근 한 센서노드는 작은 k 값부터 큰 k 값까

지 복으로 수신하기 때문이다. 한, 여기서 rM 은 [4]

에 나온 것과 같이 사 에 참조노드의 최 출력 dB 값

을 거리로 산술 으로 계산이 가능한 값을 사용한다.

             (5)

각 센서노드는 임의의 참조노드로부터 측  정보 메

시지를 수신하고, 이를 식 (5)을 사용하여 자신과 비콘

신호를 송한 참조노드로부터의 거리를 유추한다. 최소 

3개 이상의 참조노드로부터의 d를 계산한 센서노드는 

삼변측량을 이용해 자신의 치 좌표를 계산한다.

4. 성능 평가

4.1 시뮬 이션 환경

제안하는 알고리즘의 성능 평가를 해 표 2와 같은 

환경에서 시뮬 이션을 수행하 으며, 제안하는 알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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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시뮬 이션 환경

환경 값

네트워크 크기 100×100m2

센서노드의 수 400개

참조노드의 수 4～30개

M 3

rmax 100m

Radio Frequency 2.4 GHz (IEEE 802.15.4)

Path Loss Fading Degree 3.3 dB

Path Loss Exponent 3

즘의 성능 정확히 비교하고 분석하기 해 참조노드의 

배치는 다음과 같이 2가지 경우로 나 어 볼 수 있다.

I. Edge deployment: 제공되는 네트워크상에 각 모서

리에 참조노드 4개가 미리 배치되고 나머지가 임의 

배치되는 경우

II. Full-Random deployment: Edge 경우와 다르게 모

든 참조노드가 임의 배치되는 경우

한, 각 알고리즘의 성능은 다음 식 (6)과 같이 모든 

센서노드들의 오차 평균으로 표 된다. 식에서 x’과 y’는 

각각 측  된 좌표를 x와 y는 원래 좌표를 의미한다.

(6)

4.2 논의사항

고성능 하드웨어 장비를 사용해야 하는 측  알고리

즘을 제외한 모든 알고리즘 방식은 노드간의 거리를 정

확히 유추할 수 없다 라는 제 하에 알고리즘 성능을 

분석해야 하며, 나아가 실내의 환경 모델을 따르는 

방식을 기반으로 실험을 하여 성능을 분석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제안하는 알고리즘의 실내 환경에서의 

유효성을 증명하기 해 DOI(Degree of Irregularity) 

모델[7]을 사용한다. 이는 센서 네트워크의 신호의 형태

가 다음 그림 3과 같이 각도에 따라 상이하다는 것을 모

델링 한 것으로 [7]에서 그 모델의 우수성을 증명하 으

며, 해당 모델은 측  할 때 신호가 측  성능에 미치는 

향을 시뮬 이션 상에서 정확하게 악할 수 있다. 일

반 으로 DOI가 0.1 이상을 실내환경이라고 가정한다.

그림 3 Degree of Irregularity(DOI) 값에 따라 변화되는 

신호 도달 거리

추가 인 논의 사항은 복잡도와 비교군의 합당성이다. 

WCL과 WMRL은 측  시 복잡한 계산이 필요 없이 

좌표들에 한 간단한 사칙연산으로 해결이 가능한 

O(n)의 복잡도를 가지나, 참조노드와 센서노드의 가상

거리를 측  메시지가 달된 홉(hop)의 수로 결정하고, 

제안하는 알고리즘과 같이 센서노드의 좌표를 얻기 

해 삼변측량을 사용하는 DV-hop이나 제안하는 알고리

즘은 O(n
3
)의 복잡도를 가지므로, WCL, WMRL과 제

안하는 알고리즘의 직 인 비교보다는 계산의 복잡도 

면에서는 DV-hop과 제안하는 알고리즘의 실내 환경에

서의 비교가 의미가 있다. 하지만, 최근 측  련한 표

화에서 측 의 계산이 주로 독립 으로 노드에서 이

루어지지 않고, 서버에서 이루지는 형태이므로, 복잡도 

문제는 측 의 성능 단에서 배제해도 상 없을 것이다.

4.3 성능평가

먼 , 에러가 없는 상황에서 제안하는 알고리즘의 성

능을 비교 분석한다. 그림 3에서는 Edge deployment로 

경우로 노드가 배치되는 경우이며, 다음 실험과 나머지 

실험에서 기본 으로 참조노드에서 다  신호 3개를 발

생한다고 가정한 상황에 해서만 논의하도록 한다. 비

교군은 WMRL과 WCL 알고리즘을 선정한다. 그림 4의 

실험인 경우 가 치를 사용하는 방식인 WMRL과 WCL

은 참조노드의 수가 을수록 측  성능이 좋은 반면 

참조노드가 증가할수록 불필요한 가 치 정보 증가로 

측  성능이 반감되고 있음을 보인다.

한, 그림 5와 같이 full random deployment 경우

에서는 모든 참조노드가 임의 배치되기 때문에 참조노

드의 수가 증가할수록 제안하는 알고리즘의 성능이 2배 

이상으로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은 무선 센서네트워크 DOI 신호 모델을 용하

여 실내 환경에서의 제안한 알고리즘의 성능을 분석한

다. 그림 6에서는 제안하는 알고리즘, DV-hop과 WCL

의 에러상황에서의 성능을 분석한다.

결과에서 볼 수 있듯이 참조노드의 수와 상  없이 신

호의 왜곡이 심한 실내 상황에서 WCL은 낮은 성능을 보

그림 4 Edge 네트워크 분포의 각 측  알고리즘 성능 분석



참조노드가 임의 배치된 무선 센서네트워크에서 다  세기 비콘신호 기반 측  233

그림 5 Full Random 분포의 각 측  알고리즘 성능 분석

그림 6 DOI에 따른 각 측  알고리즘의 성능 분석(참

조노드 30개 고정)

그림 7 DOI와 참조노드 수에 따른 각 알고리즘의 성능 분석

으며, [8]의 실험 결과에서 보는 바와 같이, DV-hop과 

제안하는 알고리즘 모두 실내 신호 환경이 나빠질수록 성

능의 낮아지고, 부분의 경우 제안하는 알고리즘이 평균 

6%정도 높은 성능을 보임을 알 수 있다. 그림 7에서는 

참조노드의 수가 성능에 미치는 향을 분석하 는데 결

과는 그림 6와 유사하고, 참조노드가 많을수록 제안하는 

알고리즘과 DV-hop 성능이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5. 결 론

WCL, WMRL과 같은 실내 측  알고리즘에는 참조

노드가 정사각형 모서리에 정확히 치한다는 제약사항

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제약사항을 따르지 않으면, 

참조노드의 배치가 증가할수록 실내 측 의 성능이 

하된다는 을 실험을 통해 악했다.

본 논문에서는 와 같은 제약사항을 극복하기 해 참

조노드가 다  신호 세기 비콘을 송하는 WMRL의 방식

을 차용해 참조노드와 센서노드의 가상거리를 유추하고, 

이 거리 값을 삼변측량에 용해 좌표를 계산한다. 에러가 

없는 환경에서 가 치를 사용하는 WCL  WMRL보

다 2배정도의 성능 향상을 보이고, 에러가 있는 환경에

서는 DV-hop보다 평균 6% 정도의 성능 향상을 보인다.

앞으로, 이 연구를 확장하여 환경의 상태를 이용해 

도달거리를 정확 유추하는 알고리즘을 분석하는 연구

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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