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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랜 기반 위치정보 서비스
Wireless LAN-Based LBS Services
김학용
Hakyong KIM

인터넷 시대를 넘어 유비쿼터스 사회로 진화해 가면서 위치정보의 중요성과 위치정보를 활용한 서비스에 많은 관
심이 쏠리고 있다. GPS를 이용한 자동 항법 장치는 이미 보편적인 생활용품이 되었으며 사용자의 위치정보를 바탕으
로 부가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다양한 시도 및 사람이나 사물의 이동 패턴을 분석함으로써 업무 및 생산 프로세스를 개
선하고 효율화하려는 노력도 다각도로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GPS 위성, 이동통신망, 무선랜 기술을 비롯하
여 ZigBee, UWB, RFID 등의 초단거리 통신 기술 등 다양한 형태의 기술과 방식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본 논문에
서는 이러한 기술들 중에서 표준 무선랜 기술(IEEE 802.11b)을 이용한 위치 기반 서비스(LBS)에 대해 소개한다.
먼저 무선랜 기술을 이용한 위치정보 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위치 추적 기술 및 방법에 대해 설명한 후 무선랜
기술 기반의 위치 추적 시스템의 특징 및 장단점, 활용 가능 분야, 관련 이슈 등에 대해서 살펴볼 것이다. 또한 이미 시
장에 나와 있는 무선랜 기반 위치 추적 시스템을 비교 소개하고 무선랜 기반의 위치정보 서비스와 관련 프로젝트를 소
개한다.
주제어: LBS, RTLS, 위치 추적, 무선랜, IEEE 802.11, Wi-Fi, 유비쿼터스 컴퓨팅

The location information and location-based service (LBS) become main research area, as the society is
evolving from the Internet to the ubiquitous society. Car navigation systems using the GPS technology have
been used widely and many studies on providing valued-added services based on the user location information
and improving the work processes by analyzing the moving patterns of people or products have also been
conducted by many researchers. These efforts have been made via either long-range communication
technologies such as GPS satellite, cellular network, and wireless LAN or short-range communication
technologies such as ZigBee, UWB, and RFID.
In this paper, we investigate the LBS services using the standard wireless LAN (IEEE 802.11b) technology.
First, we explain three location positioning methods (Cell-ID, triangulation, and fingerprinting) and their
features. Next, we explain the application areas and the issues relevant to the development of the wireless LANbased LBS system. Finally, we address several commercial solutions in the market and projects being performed
both in the academia and in the industry.
Keywords: LBS, RTLS, IEEE 802.11, Wi-F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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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메인프레임, PC, 유비쿼터스 컴퓨팅 기기의 연간 판매량[1]

표 1. 컴퓨팅의 주요 트랜드 및 특징 ([2]의 표 재구성)

시대

컴퓨팅 트랜드

특징

1970년대

Mainframe

다수의 사용자가 한 대의 컴퓨터를 공유

1980년대

Personal Computer

1인 1PC 시대

1990년대

Internet (Widespread Distributed Computing)

Ubiquitous Computing 시대로 넘어가는 전환기

2000년대

Ubiquitous Computing

다수의 사용자가 다수의 컴퓨터를 공유

I. 서 론
1988년 미국 Xerox의 Mark Weiser는 컴퓨팅 기
술의 발전에 따른 사회의 모습을 표 1에 보이는 것과 같
이 네 단계로 나누었다[1]~[3]. 다수의 사용자가 한
대의 메인프레임(mainframe)을 함께 사용했던 70년대
의 메인프레임 시대를 거쳐 1인 1 PC 시대가 시작되었
던 80년대의 퍼스널 컴퓨터 시대 그리고 컴퓨터와 통신
이 결합된 90년대의 인터넷 시대를 거쳐 유비쿼터스 컴
퓨팅(Ubiquitous Computing)의 시대로 진화할 것이
라는 것이다. 이런 추세라면 우리는 지금 컴퓨팅 트랜
드에 있어서 대략 10년 주기로 엄습하는 세계적인 일대
전환기를 다시금 맞이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그림 1
에 보이는 것처럼 메인프레임, PC, 유비쿼터스 컴퓨팅
기기의 연간 판매량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퍼버시브 컴퓨팅(pervasive computing)이라고도
불리는 유비쿼터스 컴퓨팅1)은 인간과 컴퓨터가 완벽하
게 결합되어 있도록 해 주는 기술을 말하며 따라서 유비
쿼터스 사회의 시민인 유티즌(utizen)들은 컴퓨터의 존

1) 렉서스와 올리브나무[5]에서 저자는 유비쿼터스 컴퓨팅과 유사한 개념으로
에버넷(Evernet)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했다. 에버넷의 개념은
Sakamura Ken 교수가 1984년 언급한 Computing Everywhere와 거의
동일한 개념이다.

재 여부를 인식하지 못한 채 언제 어디서나 컴퓨팅 능력
을 이용 할 수 있게 된다[4]. 컴퓨터의 존재 여부를 인
식하지 못한 채 컴퓨팅 능력을 이용한다는 것은 자신이
사용하는 모든 기기들에 통신 기능이 탑재되어 있으며
범용 프로토콜 혹은 다중 프로토콜을 지원하여 이종의
기기와도 자연스럽게 통신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또한
언제 어디서나 컴퓨팅 능력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은 시
간과 장소에 구애 받지 않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음을
말한다.
따라서 이런 유비쿼터스 사회를 구체화 하기 위해서
는 다양한 기술과 서비스 방식이 총체적이면서도 유기
적으로 결합되어야 한다.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초고속
실리콘 기술을 바탕으로 다양한 센서 기술, 무선 및 모
바일 통신 기술, 그리고 다양한 인터페이싱 기술이 결합
되어 구체화될 것이다. 이종의 통신 방식의 유기적이면
서도 계층적인 결합이 필수적이며 이를 통해 서로 다른
용도의 기기들 사이에서도 서로를 인식하고 통신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유비쿼터스 사회는 이동성(mobility)을 기
본 전제로 하게 된다[4]. 전통적으로 통신 기기는 특정
장소에 고정되어 있거나 특정인이 사용하는 것으로 이
해되었으나 이동성이 보장된 상황에서 이러한 가정은
더 이상 성립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동성을 보장해 준
다는 것은 그 기기 혹은 그 기기의 사용자가 특정 시간
에 어느 곳에 존재하는지를 규명해 주어야 함을 의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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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이는 유비쿼터스 환경에서 위치정보의 중요성을 단
적으로 나타내준다 할 수 있다.
굳이 유비쿼터스 컴퓨팅을 언급하지 않는다 할지라
도 위치정보의 중요성은 오래 전부터 인식되어 왔으며
GPS를 이용한 자동 항법 시스템 등을 비롯한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최근에는 이동통신망에서 사
용자의 위치정보를 바탕으로 한 다양한 위치 기반 서비
스(LBS: Location-Based Service)가 주목을 끌고 있
으며, RFID를 이용한 위치 기반 서비스도 고려되고 있
다. 또한 인터넷의 보급과 그에 따른 무선랜 응용 기기
들의 보급이 활발해지면서 무선랜 기술을 이용한 위치
정보 서비스에 대한 관심도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프
라이버시 및 보안과 같은 사회과학적인 이슈로 인해 위
치정보 서비스 자체에 대한 논의는 그다지 이루어지지
는 않았다. 본 논문에서도 위치정보 서비스에 대한 사
회과학적인 이슈보다는 기술적인 측면에서의 무선랜 기
반 위치 추적 기술 및 무선랜 기반 위치정보 서비스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II장에서는 무
선 위치 추적 기술에 대해 개괄적으로 살펴볼 것이다.
무선 위치 추적 기술을 구현 방식 및 서비스 적용 범위
에 따라 분류하고 그 특성을 비교할 것이다. III장에서
는 무선랜 기술을 이용한 위치 추적 시스템에 대해 소개
한다. 무선랜 기술 기반 위치정보 서비스가 관심을 끌게
된 배경을 소개하고 다른 기술을 사용한 무선 위치 추적
서비스와의 차이점에 대해 소개한다. 그리고 무선랜 기
술 기반 위치 추적 시스템의 일반적인 구성 및 기능을
설명하고 관련 이슈 및 산업적인 측면에서의 활용 방식
에 대해서도 검토할 것이다. IV장에서는 시장에 나와
있는 대표적인 무선랜 기반 위치 추적 솔루션들을 조사
하고 무선랜 기반 위치 추적 서비스 및 관련 프로젝트에
대해서 소개할 것이다. V장에서는 본 논문의 내용을
요약하며 결론을 맺는다.

II. 위치정보 서비스 및 무선 위치 추적
기술

2005년 1월 공포된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6]에 의하면 위치정보는‘이동성이 있는 물
건 또는 개인이 특정한 시간에 존재하거나 존재하였던
장소에 관한 정보로서 전기통신설비 및 전기통신회선설
비를 이용하여 수집된 것’
이라고 정의되어 있다. 따라
서 위치정보 서비스는 위치정보를 수집하여 위치 기반
서비스 사업자에게 제공하거나 이러한 위치정보를 이용
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모두 포함한다. 이러한 정
의는 기존에 LBS라 일컬어지는 이동통신망에서의 일
반 사용자 대상의 위치정보 서비스는 물론 공장 및 생산
현장, 사무실, 매장, 창고, 주차장, 대규모 놀이시설 등
과 같은 특수한 목적의 산업용 위치정보 서비스도 포함

한다고 할 수 있다. 본 장에서는 대표적인 무선 위치 추
적 방식에 대해 설명하고 무선 위치정보 서비스가 적용
되는 범위에 따라 무선 위치 추적 기술을 분류하고 각
유형에 따른 특징 및 장단점을 비교 설명할 것이다.
1. 구현 방식에 따른 무선 위치 추적 기술
무선 통신 기술을 사용한 위치정보 서비스는 무선
통신 기술의 종류와 무관하게 Cell-ID 방식, 삼각법에
의한 방식, 확률론적 모델링에 근거한 방식, 화면 분석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구현될 수 있다[7]~[8]. 이 절
에서는 무선 위치 추적에 사용되는 대표적인 3가지 방
식에 대해 기본적인 원리와 특징, 그리고 관련 이슈에
대해 소개할 것이다.
1.1. Cell-ID 방식
Proximity 방식이라고도 불리는 Cell-ID 방식은 가
장 단순한 형태의 위치 추적 방법이다. 즉 추적하고자
하는 이동 개체가 셀(cell)이라 불리는 기 지정된 공간
에 존재하는지의 여부를 통해 이동 개체의 위치를 확인
해 주는 방법이다. 따라서 셀의 크기가 작고 촘촘하게
배치되어 있을수록 위치 추정의 정확도는 높아진다. 이
방식은 이동통신망, RFID, 무선랜 등 다양한 기술을 이
용해서 구현 가능하다. 이동통신망 기술을 사용하는 경
우 셀 반경이 수 백 m에서 수 Km에 달하기 때문에 위
치 추정의 오차율 또한 수 백 m에서 수 Km에 달하게
된다. 반면에, ZigBee나 UWB와 같은 초단거리 위치
추정 기술을 사용하는 경우 주로 셀의 반경을 3~5m
정도로 작게 만들기 때문에 오차 범위는 최대 수 미터
이내가 된다.
이 방식은 특정 셀에 이동 개체가 존재하는지의 여
부만을 확인하기 때문에 간단히 구현할 수 있고 구축 비
용도 줄일 수 있다. 그러나 셀의 밀도가 높아질수록 구
현의 난이도가 높아지고 구축 및 관리 비용도 커지며 구
축 가능한 환경이 제약된다는 단점이 있다. Cell-ID 방
식에서는 이동 개체가 두 개 이상의 셀 경계에 존재하는
경우 셀 선택의 문제가 발생하며 이에 따라 오차율이 크
게 달라 질 수 있다. 이 방식은 넓은 공간을 격자화 해
서 모든 대상 공간에 적용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이동 경
로와 같이 관심의 대상이 되는 주요 지점만을 골라서 이
동 개체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 적합하다.
1.2. 삼각법
삼각법(Triangulation)은 가장 보편적인 위치 추정
방법으로 그림 2에 보이는 것처럼 세 개의 기준점으로부
터 이동 개체까지의 거리를 알아냄으로써 실제 이동 개체
가 있는 위치를 추정하는 방법이다. 이를 위해서는 세 개
의 기준점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정확히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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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삼각법에 의한 위치 추정

삼각법에서 이동 개체와 세 개의 기준점 사이의 거
리를 알아내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이동
개체 혹은 기준점이 수신하는 전파의 세기(RSS:
Received Signal Strength), 전파의 도착 시간(TOA:
Time of Arrival), 전파의 도착 시간차(TDOA: Time
Difference of Arrival), 캐리어 신호의 위상(POA:
carrier signal Phase of Arrival), 그리고 전파의 도착
각도(AOA, Angle of Arrival)과 같은 정보를 이용하여
이동 개체와 기준점 사이의 거리를 계산한다. RSS를
이용하여 거리를 구하는 경우 신호의 세기와 거리 사이
의 관계를 나타내는 Friis의 공식 2)을 이용하며
[9]~[10], TOA를 이용하는 경우 (거리)=(전파의 속
도) (이동 시간)과 같은 간단한 물리 공식을 이용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실내 환경에서는 AOA, POA는 정확
히 측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무선랜 기술 기반의 근거
리 위치 추정 시스템에서는 주로 RSS나 TOA를 이용하
고 있다[11].
이 방식은 시스템이 구축되는 곳의 전파 환경에 의
해 시스템의 성능이 좌우된다. 이동 개체와 기준점 사이
에 장애물이 존재하거나 시설물에 의한 반사, 굴절, 등
은 대표적인 요인들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
해, 기준점의 개수를 4개 이상으로 하거나 수신 전파 세
기와 전파 도착 시간 혹은 수신 전파 세기와 전파 도착
각도와 같이 두 가지 이상의 거리 측정 방법을 병행함으
로써 오차율을 줄일 수 있다. 또한 동시에 여러 개의 기

2) Friis의 공식은 L=20log10(4πd/λ)이며, L은 전송 신호와 수신 신호 세기의
차이(dBm)를 나타내고 d는 이동 개체와 기준점 사이의 거리(m)를 나타낸
다. λ는 사용 주파수의 파장(m)으로 무선랜에서는 대략 0.12m의 값을 갖
는다.

준점에서 수신한 정보를 바탕으로 현재 위치를 추정하
기 때문에 여러 기준점 사이에 동기를 맞추는 것이 중요
하다.
1.3. 확률론적 모델링
Fingerprinting 방식이라고도 불리는 확률론적 모
델링에 의한 위치 추정 방법은 노이즈 및 주위 환경 정
보를 위치 추적을 위한 정보로 활용하는 방식이다
[12]. 이 방식은 Training 단계와 Tracking 단계로 구
성된다. Training 단계에서는 위치 추적 대상이 되는
공간에 다수의 샘플 포인트를 설정하고 모든 샘플 포인
트에서의 전파 특성값을 채취해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
게 된다. Tracking 단계에서는 이동 개체에 대해 실시
간으로 전파 특성값을 측정하고 데이터베이스 검색을
통해 이와 가장 유사한 값을 찾은 후 그에 해당하는 샘
플 포인트를 제시하는 방식으로 이동 개체의 위치를 추
정하게 된다. 샘플 포인트는 Cell-ID 방식과 유사하게
위치 추적이 되는 모든 공간을 벌집 모양으로 구성할 수
도 있으며 실제로 이동 개체가 존재할 수 있는 경로상의
지점들에 대해서만 샘플 포인트를 설정할 수도 있다. 이
방식 역시 이동 개체의 무선 신호를 수신하는 기준점의
개수가 많을수록 정확도가 개선되며 다양한 실험 결과
3개 혹은 4개의 기준점을 사용하는 것이 적당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른 방식들과는 달리 이동 개체가 향하고 있는 방
향이나 노이즈를 포함한 환경 정보까지도 위치 추정에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높은 정확도를 제공할 수 있
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다수의 샘플 포인트에 대해
다양한 전파 특성값을 여러 번 채취해야 하는 문제와 가
구 배치의 변화 등과 같은 환경 변화가 발생할 때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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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위치 측정 기술의 정확도 및 도입 수준([15]의 그림 재구성)

GPS
(Global Position Service)

LBS

NPS or LBS
(National Positioning Service)
Indoor Positioning Service
LPS or RTLS
(Local Positioning Service)
Outdoor Positoning Service

그림 4. 서비스 적용 범위에 의한 위치 기반 서비스(LBS)의 구분

샘플 포인트에 대한 전파 특성값을 새로 채취해야 하는
등의 관리 문제를 안고 있다. 또한 이동 개체의 위치 추
정을 위한 데이터베이스 검색의 복잡성은 시스템의 성
능을 제한하는 요인이 될 수 있으며 창문의 개폐 여부,
보행자의 존재 등에 의해 정확도가 크게 떨어지는 일도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클러스
터링(clustering) 기법을 사용해서 데이터베이스 검색
을 효율화하거나[13], Hidden Markov Model이나
Bayesian Model과 같은 확률론적 기법을 도입해 정확
도를 개선하려는 노력도 진행되고 있다[14].
2. 서비스 적용 범위에 따른 무선 위치 추적 기술 분류
II장 1절에서 소개된 3가지 위치 추적 방식은 무선
통신 기술의 종류와 무관하게 사용될 수 있다. 무선 위
치 추적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무선 통신 기술에는 그
림 3에 보이는 것처럼 초음파 기술에서 위성 기술까지
다양하게 존재한다. 무선 위치 추적이라는 관점에서 이
러한 기술들은 그림 4에 보이는 것처럼 서비스가 적용
되는 범위를 기준으로 분류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
서 본 논문에서도 서비스 적용 범위를 중심으로

GPS(Global Positioning System), LBS(LocationBased Service/System), RTLS(Real-Time Location
Service/System)로 구분하여 설명할 것이다.
3.1. GPS(Global Positioning System)
자동차 항법 시스템(Car Navigation System)에
사용되는 기술로 잘 알려진 GPS 기술은 1970년대 후
반 미국 국방성을 중심으로 군사용 목적으로 탄생한 기
술이다. NAVSTAR(Navigation System with Time
and Ranging)라 불리는 24개의 위성이 20,183Km의
지구 상공에 있는 6개의 원형 궤도면에 각각 4개씩 할
당되어 돌고 있으며 위도, 경도, 고도의 위치정보 뿐만
아니라 속도와 시간 정보까지 얻을 수 있다. GPS 위성
은 사용자가 최소 5개의 위성으로부터 신호를 수신할
수 있도록 배치 되어 있으며 각각의 위성은 2개의 L 밴
드 주파수(1,575.42MHz(L1) 및 1,227.6MHz(L2))
를 이용해 신호를 송신하며 L1은 P 코드(Precise
Code) 및 C/A 코드(Coarse/Acquisition)를 반송하고
L2는 P 코드를 반송한다[16].
GPS는 위치 계산을 위해 앞에서 소개된 삼각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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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GPS, LBS, RTLS 기술의 특성 비교

구분

GPS

LBS(NPS)

RTLS(LPS)
무선랜 AP

위성

이동통신 기지국

L1(1575.42MHz)

800~900MHz

L2(1227.6MHz)

1800MHz

오차범위

5~150m

200~1500m

1~10m

Uplink 유무

無

有/無

有/無

·별도의 이용료 없음

·실내 및 지하 가능

·건물 내부 및 특정 지역에서 가능

·실내 및 고층건물 지역 불가

·이동통신 단말기와 일체형

·저가 - 기존 장비 활용 가능

서비스방식
주파수대역

장단점

·별도의 이용 요금

2.4~2.4835GHz

·빠른 설치 가능
·별도 이용료 없음

라는 잘 알려진 방식을 이용하고 있다[17]. 위치 추정
정확도는 정밀 측위(PPS: Precise Positioning
System)를 사용하는 군사용과 표준 위치 측위(SPS:
Standard Positioning System)을 사용하는 민간용에
따라 차이가 있었으나 2000년 5월 정밀 측위 방식이 민
간용으로도 사용될 수 있게 되었다. 정밀 측위의 경우
수직·수평 오차가 20m 이내이며 시간 정확도는
100nsec, 속도 측정 정확도는 초당 3cm이다.
GPS를 이용한 위치 추적 서비스는 현재의 GPS가
미 국방부에 의해 독점 운용되고 있음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유료화 가능성의 문제, 정확도와 신뢰도의 문
제, 그리고 가용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다양한
연구가 진행 중에 있다. 유럽연합(EU)을 중심으로 중
국, 이스라엘 등이 참여하는 갈릴레오 시스템은 2008
년까지 30개의 위성을 고도 23,600Km에 발사해 서비
스를 제공하는 것이 목표이며 1m 수준의 정확도를 제
공할 예정이다. 일본은 2001년부터 일본판 위성항법
시스템인 QZSS(Quasi-Zenith Satellite System)를
추진하고 있으며 러시아는 GLONASS라는 위성항법
시스템을 1995년부터 운영해오고 있다.
3.2. LBS(Location-Based Service)
LBS 기술은 일반적인 위치기반 서비스를 총칭할
뿐만 아니라 이동통신망 기술을 이용하여 이동통신 단
말 혹은 그 단말을 사용하는 사람의 위치정보를 제공하
는 기술로 1990년대 후반부터 도입되기 시작하였으며
2000년대 초부터 본격화되고 있는 기술이다. 이동통
신망 기반의 LBS 서비스는 초기 친구찾기나 교통정보
제공과 같은 기본적인 위치기반 서비스를 시작으로
119나 112와 같은 비상 구조 지원 서비스는 물론 영업,
관광, 물류, 택배, 보안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위치정
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LBS의 핵심 기술은 위치 파악 기술, 위치 기반 정
보 생성 기술, 그리고 위치 기반 정보 제공 기술의 3가
지로 요약될 수 있으며 이들 기술을 중심으로 표준화 작

업이 진행되고 있다. LBS의 표준화와 관련해서 국내
에서는 산업계의 표준을 작성하는 LBS 표준화 포럼과
한국 LBS 포럼, TTA LBS 프로젝트그룹을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 중에 있으며 국제 표준화 기구에는 차세대
이동통신 기술 및 서비스 표준과 관련된
3GPP/3GPP2[18] 및 OMA(Open Mobile
Alliance)[19], 그리고 디지털 지리정보 분야의 표준화
를 담당하고 있는 ISO/TC211[20] 등이 있다.
위치 추정 정확도는 셀의 크기 혹은 섹터의 크기에
해당하는 수 백 미터 이상이지만 최근에는 GPS와 함께
사용되어 보다 정밀한 위치정보를 이용한 사용자 위치
정보 기반 보안 및 안전 서비스 및 위치 기반 맞춤형 전
자상거래(L-Commerce)를 중심으로 도입이 확산되고
있다. 2006년 상반기부터 휴대 인터넷(WiBro)이 본격
적으로 도입되면 다양한 위치 기반 무선 인터넷 서비스
가 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3.3. RTLS (Real-Time Location System)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GPS나 LBS 기술은 주로 옥
외 공간에서 대략적인 위치정보를 제공하거나 이를 활
용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사용하는 전파의 주파수 특성
상 건물 내부, 지하 공간, 고층 빌딩이 빽빽하게 들어서
있는 도심 지역, 나무나 수풀이 우거진 삼림과 같은 공
간에서는 이 기술들을 사용할 수 없거나 정확도가 심하
게 떨어져 사용할 수 없게 된다. RTLS 기술은 GPS나
LBS 기술들이 가진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보완적
인 기술로, 옥내 및 한정된 옥외 공간에서 사람이나 사
물의 위치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한다.
GPS나 LBS가 위성이나 이동통신망 기술을 사용하
는 것과는 달리 RTLS는 다양한 기술을 사용해서 구현
될 수 있다. RTLS는 무선랜(IEEE 802.11b 혹은 WiFi)과 같이 보편적인 기술은 물론, RFID, ZigBee,
UWB, 적외선(IR), 초음파 등과 같은 기술을 사용하여
구현된다[21]. 이러한 기술들은 대부분 2.4GHz 대의
주파수 대역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상적인 환경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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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랜 보급 확대

그림 5. 무선랜 기반 위치정보 서비스 도입 배경

3m 이내 혹은 30cm 이내의 위치 추정 정확도를 제공
할 수 있다.3) 특히, UWB 기술은 멀티패스 페이딩
(multipath fading)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적게 받기 때
문에 실내에서의 정확한 위치 추정이 가능한 것으로 알
려지고 있다[22]. 반면 적외선이나 초음파를 사용한
RTLS의 경우 정확한 위치 추정은 가능하지만 LoS
(Line of Sight)를 보장해 주어야 하고 시스템 구축 비
용이 증가한다는 문제가 있다. 특히 적외선의 경우 직
사 태양광이 있는 곳에서는 제대로 동작하지 않을 수도
있다[12]. 이에 비해 무선랜 기술을 사용하는 경우 이
미 구축된 무선랜 환경을 재활용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별도의 구축 비용을 들이지 않을 수도 있다(표 2 참조).

III. 무선랜 기술 기반 위치정보 서비스
본 장에서는 다양한 무선 위치 추적 기술 중에서 이
미 성숙기에 접어든 것으로 인정되고 있는 무선랜 기술
을 이용한 위치정보 서비스에 대해 살펴보도록 할 것이
다. 먼저 무선랜 기술 및 무선랜 기술을 이용한 위치정
보 서비스의 도입 배경 및 현황을 살펴보고 무선랜 기술
기반 위치정보 서비스의 특징 및 장단점, 시스템 구성
및 기능, 그리고 관련 이슈 및 활용 분야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1. 도입 배경 및 효과
1980년대 초반 이더넷과 같은 옥내용 LAN 기술에
대한 표준을 제안한 IEEE 그룹이 1999년 표준 무선랜
기술 표준인 IEEE 802.11[23]을 발표했다. 초기 무
선랜 표준은 1Mbps 혹은 2 Mbps의 저속 표준이었으
나 이후 11Mbps를 지원하는 표준(IEEE 802.11b)이
발표되었고 확산의 걸림돌이 되었던 보안 이슈들을 해
결할 수 있는 다양한 무선랜 보안 기법들이 함께 소개됨
에 따라 가정은 물론 다양한 산업 현장에 도입되고 있

다. 이미 무선랜을 이용한 무선 VoIP 서비스 및 무선
랜과 이동통신을 동시에 이용할 수 있는 듀얼폰 서비스
가 도입되고 있다. 특히 휴대용 노트북 및 PDA의 보급
과 초고속 인터넷용 무선 핫스팟의 보급은 무선랜 기술
의 확산을 촉진시키는 계기가 되었으며 이러한 움직임
은 휴대 인터넷(WiBro)과 같은 Wireless Metro Area
Network(WMAN)으로 진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기술이 그랬던 것처럼 무선랜 기술
도 현재까지는 무선랜 기반의 응용 서비스 개발보다는
무선랜을 사용할 수 있는 인프라의 보급이나 사용자 인
증 및 보안이라는 측면에만 관심이 모아졌으며 최근에
들어서야 무선랜 기술을 응용한 서비스의 개발에 대한
관심이 조금씩 생겨나고 있다. 이러한 무선랜 응용 서비
스 개발의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 무선랜 기술을
이용한 위치정보 서비스다.
무선랜 응용 서비스의 하나로서 무선랜 기반 위치정
보 서비스가 주목을 받고 있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 측
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다. 무선랜 기술이 성숙되고 대
량 생산이 가능해지면서 저가격화에 따라 무선랜의 보
급이 확대 되었으며 이와 동시에 위치정보에 대한 요구
가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또한 무선랜 기반 위치정보
서비스는 GPS나 LBS 서비스가 문제들을 쉽게 해결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즉 그림 5에 보이는 것처럼 무선
랜 기반 위치정보 서비스는 실내에서 사용 가능하며 위
치정보가 비교적 정확하고 정밀하며 연속성을 제공하고
초기 투자 비용 및 서비스 비용이 낮고 서비스 사업자와
무관하게 다양한 부가 서비스를 개발하여 사용할 수 있
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특징을 포함하여 무선랜 기술을 이용한 위치정
보 서비스가 관심을 끌고 있는 이유는 다음과 같이 무선랜
기술이 제공할 수 있는 다양한 이점에서 찾을 수 있다.
•무선랜 기술은 GPS나 LBS가 지원하지 못하는 건물

내부 및 음영 지역에서의 위치 확인이 가능하다.
•무선랜 기술은 3m 정도의 높은 위치 추정 정확도를

제공한다.

3) [11]에 의하면, 멀티패스 전달 환경에서 TOA 기반 거리 및 위치 추적 시스
템의 정확도는 대역폭이 커질수록 높아진다.

•위치정보 서비스와 함께 고속 데이터 통신이 가능하다.
•이미 성숙한 기술을 이용하기 때문에 안정적이다.
•기 설치된 하드웨어의 재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도

입 비용이 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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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무선랜 기술을 이용한 위치정보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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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위치 계산 및 위치정보 저장 서버의 일반적인 구성

•신규 설치 및 구조 변경이 용이하다.
•별도의 이용료를 지불하지 않아도 되므로 유지 비용

이 적다.
•자체 인프라를 사용하기 때문에 기업의 중요 자원 정

보에 대한 대외 기밀성을 유지할 수 있다.
•ERP, MIS 등과 같은 기존 업무 시스템과 연동해서

사용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다양한 부가 서비스 개
발이 가능하다.
•무선 인터넷 전화(WVoIP)와 연계해서 사용할 수 있다.
•USN (Ubiquitous Sensor Network), 원격 검침,
원격 제어의 용도로 활용이 가능하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무선랜 기술이 위치정보 서비스
를 위한 핵심 인프라로 떠오르는 이유는 무선랜 환경에
서는 인터넷 기반의 다양한 응용 서비스의 개발이 용이
하기 때문에 인터넷 서비스 프로바이더(ISP) 및 어플리
케이션 서비스 프로바이더(ASP)가 무선랜 기술을 수익
창출을 위한 원천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2. 시스템 구성 및 기능
그림 6은 무선랜 기반 위치정보 시스템의 구성을 보

여준다. 그림에서 보이는 것처럼 무선랜 기반 위치정보
시스템은 이동 개체와 위치정보 시스템으로 구성된다.
위치 추적 대상이 되는 이동 개체는 무선랜 통신 기능이
있는 노트북이나 PDA, 무선랜 VoIP 폰, 무선 태그와
같은 것이며 이 이외에도 무선랜 통신 기능을 지원하는
장치라면 어떤 것이라도 위치 추적 대상이 될 수 있다.
위치정보 시스템은 여러 개의 무선랜 AP와 무선랜 AP
로부터 전달 받은 무선랜 신호를 분석하여 이동 개체의
위치를 추정하기 위한 연산을 수행하는 포지셔닝 엔진
서버 및 위치정보를 저장해 두는 서버로 구성된다.
그림 7은 위치 계산 및 위치정보 저장 서버의 일반
적인 구성을 보여준다. 위치정보 수집부는 무선랜 AP
로부터 전달 받은 무선 신호들 중에서 유효한 신호들을
필터링하며 필터링된 신호에 대해서는 거리 정보로 변
환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위치정보 연산부는 위치정보
수집부에서 전달받은 거리 정보를 사용하여 이동 개체
가 있는 위치를 계산한다. 이렇게 계산된 이동 개체의
위치값은 이동 개체의 ID 정보, 신호를 전송한 시간 정
보와 함께 위치정보 저장부에 저장된다. 위치정보 표시
부는 위치정보 저장부에 저장된 값을 화면에 표시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이를 위해 계산된 위치값을 화면에
표시되는 지도 혹은 단면도에 매핑시키는 기능 및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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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표시되는 위치의 오차를 줄이기 위한 연산 기능 등을
수행하게 된다. 위치정보 제어부는 위치정보 저장 서버
에 포함되기도 하지만 사용자 응용프로그램에서 구현되
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마지막으로 제어부는 상기 4개
의 기능 모듈의 설정과 동작을 제어하며 외부 응용 프로
그램에 위치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API를 제공하는 기
능 등을 수행하게 된다.
3. 관련 이슈
무선랜 기술을 이용한 위치정보 서비스는 아직 도입
초기 단계에 있기 때문에 서비스 측면에서의 이슈보다
는 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스템 개발과 구축 및 운용 측
면에서 해결해야 할 이슈들을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 중
에 있다. 대표적인 이슈로는 이동 개체의 현재 위치 계
산에 사용되는 위치정보의 정확성, 디스플레이 장치를
통해 보여지는 위치정보의 실시간성, 무선 태그의 배터
리 사용 기간, 무선 태그의 소형화 및 경량화, 무선랜 트
래픽 증가 등이 있다.
이동 개체의 현재 위치 계산에 사용되는 위치정보의
정확성과 관련된 이슈는 무선랜을 사용하는 곳의 전파
환경의 불완전성에서 기인한다. 즉 고정되어 있는 무선
랜 AP(기준점)와 정지 상태에 있는 무선 태그 사이의
전파 세기 및 전파 도착 시간 혹은 도착 각도가 항상 일
정하지 않으며 시간에 따라 심하게 요동친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완벽한 해법은 존재하지
않으며 대부분의 시도들은 일정한 시간 동안 여러 차례
전파를 측정한 후 산술적인 평균값을 사용하거나 전파
환경 특성에 대한 확률적인 방법론을 동원하고 있다
[12]. 이러한 방법 외에 두 가지 이상의 위치 측정 방
식에서 얻어진 위치정보를 동시에 사용하는 데이터 퓨
전(data fusion) 방식을 이용하거나[24]~[26], 이동
개체의 현재 위치를 계산하기 위해 이전에 계산된 위치
정보를 함께 사용하고 있다[27].
디스플레이 장치를 통해 보여지는 위치정보의 실시
간성 문제에 대해서는 저자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눈에
띄는 연구가 진행된 것이 없다. V장에서 소개되는 상
용 제품들의 경우도 지정된 개수만큼의 샘플값에 대해
다양한 방식의 평균값을 취한 후 실제 위치를 표시하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은 대부분 정지 상태에 있는
이동 개체의 위치 추정 정확도를 높이는 데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사용되는 샘플 개수가 많아질수록
무선 이동 장치가 이동 중인 경우나 혹은 정지 상태에
있던 무선 이동 장치가 움직이기 시작하는 경우 오차는
더욱 커지게 된다. 이에 대한 가능한 해결책으로는 이
전 위치정보를 바탕으로 한 확률론적 기법이나 뉴럴 네
트웍(Neural Network)기술을 이용하여 무선 이동 장
치의 위치를 예측하고 예측된 위치와의 편차가 큰 측정
샘플을 필터링 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또는 무선 이
동 장치의 이동 속도를 추정하여 단위 시간 동안의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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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 즉 샘플의 개수를 늘림으로써 이동 개체의 실시간
위치추정 정확성을 높이는 방법이 있다[28].
무선랜을 지원하는 노트북, 무선랜 VoIP 폰, 무선
태그 등 모든 이동 개체들은 유형과 무관하게 자체 배터
리를 사용해서 무선랜 신호를 송신하게 된다. 노트북이
나 무선랜 VoIP 폰의 경우 하루 혹은 몇 시간 이내의
한정된 기간 동안 이동성을 확보한 상태에서 사용되기
때문에 이동 개체의 위치 추적이라는 관점에서 배터리
사용 기간의 이슈는 크지 않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무
선 태그의 경우 중요 자산이나 특정한 이동 개체에 부착
되어 수 일에서 수 개월 동안 사용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배터리 사용 기간은 중요한 관심 사항이 된
다. 무선 태그의 경우 배터리 사용 기간에 관련된 이슈
외에도 태그의 크기나 형태, 무게, 부착 방법 등에 관한
내용도 관련 시스템 개발 시 중요한 이슈가 된다.
무선랜 기술 기반 위치정보 시스템은 무선랜 환경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데이터 통신을 위한 기존의 무선랜
네트웍에 미치는 영향도 중요한 이슈가 된다. 무선랜
기술은 14개의 채널을 사용하기 때문에 데이터 통신용
채널과 위치정보 서비스용 채널이 동일한 경우는 데이
터 통신의 품질이 저하될 수 있다. 특히 위치 추적의 대
상이 되는 이동 개체의 개체 수가 많고 이동 개체가 위
치정보를 전송하는 주기가 짧을수록 발생되는 위치정보
트래픽의 양이 증가하기 때문에 데이터 통신을 위한 대
역폭은 상대적으로 줄어들게 된다.
이 외에도 커버리지 문제, 무선랜 AP 위치 선정 문
제 등 다양한 관련 이슈가 존재하지만 중요성이 낮기 때
문에 더 이상 언급하지 않기로 한다.
4. 활용 분야
무선랜 기술을 이용한 위치정보 서비스는 다양한 분
야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도입 및 활용될 수 있다. 이러
한 위치정보 서비스는 특정 공간에 이동 개체가 존재하
는지의 여부를 알려주는 프레즌스(presence) 서비스,
이동 개체의 실시간 위치만을 알려주는 기본적인 트래
킹(tracking) 서비스, 그리고 이동 개체의 실시간 위치
정보를 활용하여 부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능형 위치
정보(intelligent LBS) 서비스로 구분할 수 있다. 표 3
은 세 가지 유형의 위치정보 서비스의 특징 및 적용 사
례를 비교하여 보여주고 있다.
프레즌스 서비스는 이동 개체가 특정 공간에 존재하
는지의 여부만을 확인하고 그 결과에 따라 대응하는 서
비스를 말하며 따라서 이동 개체의 위치를 정확하게 추
정할 필요는 없다. 프레즌스 서비스의 대표적인 사례로
는 위치 기반 보안 서비스와 재고 관리 서비스 등이 있
다. 위치 기반 보안 서비스에는 사용자의 권한에 따라
접근할 수 있는 구역을 차등화 하는 것, 비인가 무선랜
AP 및 무선랜 응용 기기의 사내 네트웍 접속 차단 등과
같은 방식으로 서비스가 구현될 수 있다. 중요 자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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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무선랜 기술을 이용한 위치정보 서비스의 유형 및 적용 사례

구분

프레즌스 서비스

특징

이동개체가 특정 공간에 존재하는지의
여부만 확인

이동 개체의 실시간 위치 및 이동
궤적을 표시

이동 개체의 실시간 위치 정보를
바탕으로 다양한 부가 서비스
및 컨텐츠 제공

•위치 기반 보안 서비스

•미아, 노약자, 특정업무 담당자의

•사용자 위치 기반 무선

적용 유형

•재고 관리 서비스
•무선랜 유지 관리 서비스

지능형 위치 정보 서비스

트래킹 서비스

위치 추적 서비스

인터넷 전화 응용 서비스

•중요 자산 위치 추적 서비스

•이동 개체 패턴 분석 서비스

•주차 위치 확인 서비스

•USN 및 Telemetry 서비스

표 4. 무선랜 기반 위치 추적 솔루션 특성 비교

Makers

AeroScout

Cisco(Airespace)

Ekahau

PanGO

Wherenet

측위 기술

RSSI, TDOA

RSSI

RSSI

RSSI

RSSI, TDOA

정확도

3m

5~10m

1m

5~10m

3m

Tag Client

불필요

필요

필요

필요

불필요

Blink Rate

64ms~3.5hr

타사 태그 사용

1sec 이상

N/A

5sec~1hr

재고 관리 서비스의 경우 다수의 기 지정된 공간에 존재
하는 중요 자산이나 재고를 확인해 주는 것으로 중요 자
산의 효율적인 활용 및 재고율 및 저장 공간 최적화와
같은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있다. 무선랜 유지 관리 서
비스로는 특정한 무선랜 AP를 사용하는 사용자 수 및
트래픽 양을 파악하여 셀 크기를 조정하거나 셀당 사용
자 수를 조절하는 서비스 등이 있다.
트래킹 서비스는 이동 개체의 실시간 위치 및 이동
궤적을 추적하여 보여주는 서비스로 이동 개체가 쉼 없
이 움직일 수 있음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빠르고 정확한
위치 추정 능력이 요구되는 유형의 서비스다. 대표적인
트래킹 서비스로는 대인 위치 추적 서비스, 중요 자산
위치 추적 서비스 등이 있다. 대인 위치 추적 서비스에
는 공공 놀이시설의 미아 찾기, 의료 및 요양 시설의 요
주의 환자나 의료진의 실시간 위치 확인, 제련 및 석유
시추, 정제와 같은 위험한 산업분야 종사자의 위치 추적
과 같은 방식으로 서비스가 구현될 수 있다. 중요 자산
위치 추적 서비스는 프레즌스 서비스의 재고 관리 서비
스를 보다 정교하게 만든 서비스이다. 주차 위치 확인
서비스와 같이 정지되어 있는 이동 개체의 위치를 추적
하는 경우는 이동 개체가 다양한 특정 공간 및 기 지정
되지 않은 공간에도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프레즌스 서
비스보다는 트래킹 서비스로 분류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지능형 위치정보 서비스는 이동 개체의
실시간 위치정보를 바탕으로 다양한 부가 서비스 및 컨
텐츠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프레즌스 서비스 및
트래킹 서비스와의 차이점은 위치정보가 부가 서비스를
위한 수단으로 사용된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서비스 유
형에는 사용자 위치 기반 인터넷 전화 응용 서비스, 이
동 개체 패턴 분석 서비스, USN 및 원격 검침/제어

(Telemetry) 서비스 등이 있다. 사용자 위치 기반 인
터넷 전화 응용 서비스에는 사용자 위치 기반 단문 전송
서비스(SMS), 인터넷 전화 및 이동전화 자동 전환(듀
얼폰) 서비스 등이 있다. 이동 개체 패턴 분석 서비스에
는 백화점 및 할인 매장에서의 고객 이동 패턴 분석, 공
장 및 생산 현장에서의 업무 프로세스 최적화 등이 있
다. USN 및 원격 검침/제어 서비스에는 환자의 맥박,
혈당, 체온, 혈중 산소 농도와 같은 정보를 위치정보와
함께 제공하는 위치 기반 헬스케어 서비스, 온도, 가스,
속도 센서와 결합된 위치 기반 원격 검침/제어 서비스
등이 있다. 지능형 위치정보 서비스는 휴대 인터넷 환경
에서도 중요한 서비스 구성 요소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IV. 기존 연구 및 제품 동향
III장에서는 무선랜 기반의 위치 추적 시스템 및 도
입 배경, 다른 무선 위치 추적 시스템과의 차이점 및 특
징, 무선랜 기반 위치 추적 시스템의 구성 및 관련 이슈
에 대해 살펴 보았다. 본 장에서는 이미 제품화된 무선
랜 기술을 이용한 위치 추적 시스템 및 관련 서비스와
프로젝트에 대해 소개할 것이다.
1. 무선랜 기술 기반 위치 추적 솔루션
2006년 1월 현재 전세계적으로 10여 개 안팎의 업
체들이 무선랜 기술을 이용한 위치 추적 솔루션을 개발
하여 제공하고 있다. 대표적인 업체로는 AeroScout,
AireSpace를 인수한 Cisco Systems, Ekahau, Pan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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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AeroScout의 RTLS 솔루션 구성 및 데모 화면

Networks 등이 있으며 이 외에 Aruba Networks, 일
본의 히다찌 제작소(日立製作所), National Scientific
Corp., Newbury Networks, Radianse, RF Code 등
이 있다.4) 표 4는 대표적인 5개 벤더들의 솔루션 및
특징들을 비교 정리한 것이다. 대표적인 벤더들의 솔루
션의 특징 및 장단점은 다음과 같다.
1.1. AeroScout
이스라엘 계열의 무선랜 기반 위치 추적 솔루션을
제공하는 업체로, 시스템의 구성은 그림 8에 보이는 것
처럼 Location Receiver와 Positioning Engine, Tag,
Activator, Exciter 및 표준 무선랜을 지원하는 무선랜
AP로 구성된다. RSSI는 물론 TDOA 방식을 지원하기
때문에 전용 AP가 필요하며 Location Receiver가 이에
해당한다. Positioning Engine은 Location Receiver가
수신한 태그의 위치정보를 필터링하고 분석하여 실제
태그가 존재하는 위치를 계산한다. Positioning
Engine은 이동 개체의 존재 여부만을 알려주는
Presence 기능은 물론 정확한 위치 추정 기능도 지원하
며 이러한 위치정보값들을 System Manager나 제3자
가 사용할 수 있도록 API를 제공하고 있다.
AeroScout 솔루션의 대표적인 특징은 태그에 125
KHz에서 동작하는 수동형 RFID 태그를 포함하고 있
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태그의 설정 변경은 물론
Presence 기능도 수행할 수 있으며 다양한 활용 가능성
을 제공하고 있다. Activator는 태그를 On/Off하거나
위치정보의 전송 주기와 같이 태그의 설정을 변경하기
위한 것이며 Exciter는 6~7m 이내의 거리에서 RFID
태그를 이용하기 위한 장치다. 현재 802.11b만을 지원
하며 조만간 802.11g도 지원할 예정이다.

4) 알파벳 순서에 따라 업체들을 나열한 것이며, 순서와 솔루션의 우수성이나
인지도와는 무관함을 분명히 하는 바이다.

대표적인 구축 사례는 네덜란드의 레고랜드(그림 8
의 오른쪽)가 있다. AeroScout의 솔루션 및 솔루션의
구체적인 특성에 대해서 보다 자세히 알고자 하는 경우
는[29]를 참고하기 바란다.
1.2. Cisco Systems(AireSpace)
Cisco는 2005년 1월 AireSpace 社를 인수함으로써
무선랜 기술 기반 위치 추적 솔루션을 확보하게 되었다.
AireSpace가 가지고 있던 기본 위치 추적 솔루션에 자
사의 무선랜 스위치인 Cisco 2700 Series Location
Appliance를 결합하여 무선랜 보안 측면을 강조한 것
이 대표적인 특징이다. 따라서 시스템의 구성은
Wireless LAN Controller를 중심으로 구성된다.
Cisco의 위치 추적 시스템의 또 다른 특징은 기존의 무
선랜 AP를 이용하여 무선랜을 이용함과 동시에 위치
추적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Newbury
Networks[30]의 경우도 Cisco와 유사한 방식으로 위
치 기반 무선랜 보안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대표적인 구축 사례는 아직 없지만 2005년 말에 병
원 및 헬스케어용 위치 기반 무선랜 솔루션을 발표하며
방향성을 정립해 나가고 있다. Cisco의 솔루션 및 솔루
션의 구체적인 특성에 대해서 보다 자세히 알고자 하는
경우는 [31] 및 [32]를 참고하기 바란다.
1.3. Ekahau
Ekahau의 솔루션의 가장 큰 특징은 소프트웨어만
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이다. 즉 기존에 사용하던 무
선랜 AP를 위치 추적 용도로 재활용이 가능하다는 것
이다. 시스템의 구성은 태그, Positioning Engine,
Manager 및 Finder, Tracer, Logger와 같은 어플리케
이션으로 구성되어 있다. 태그 외에 별도의 하드웨어를
구입하지 않아도 되기는 하지만 솔루션의 도입 및 구축
비용은 다른 솔루션과 커다란 차이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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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Ekahau 솔루션의 데모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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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PanGo Networks 솔루션의 구성 및 데모 화면

Ekahau 솔루션의 또 다른 특징은 Fingerprinting
방식을 사용해서 위치 추정의 정확도를 높였다는 것이
다. 무선랜 기술 기반 위치 추적 솔루션의 정확도가 대
략 3m 정도인데 반해, Ekahau 솔루션은 1m의 정확도
를 제공할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Fingerprinting 방
식은 II장에서 언급한 것처럼 위치 추적을 위해 샘플 포
인트의 전파 특성값을 수집하는 단계(training phase)
를 반드시 거쳐야 하며 환경 변화에 영향을 크게 받기
때문에 시스템을 둘러싼 환경이 바뀌는 경우 전파 특성
값을 수집하는 과정을 반복해야 하는 등의 관리의 문제
를 내포하고 있다. Ekahau 솔루션의 다른 문제점은
노트북이나 PDA 처럼 무선랜을 지원하는 장치들의 위
치 추적을 위해서는 전용 클라이언트를 설치해 놓아야
한다는 것이다.
앞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Ekahua 솔루션은 소프트
웨어만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33]를 방문하면 평
가판을 다운로드 받아 2주 동안 테스트를 해볼 수 있다.
그림 9에 보이는 것처럼 Ekahau 솔루션은 위치 추적
이외에도 무선랜 환경 최적화, 무선랜 로밍 최적화 등과

같은 기능도 제공한다. Ekahau의 솔루션 및 솔루션의
구체적인 특성에 대해서 보다 자세히 알고자 하는 경우
는[33]를 참고하기 바란다.
1.4. PanGo Networks
PanGo 솔루션은 그림 10에 보이는 것처럼 태그와
위치 관리 플랫폼인 PanOS Platform, 그리고 위치 추
적 어플리케이션인 PanGo Locator로 구성되어 있다.
PanGo 솔루션도 Ekahau 솔루션과 마찬가지로 태그
를 제외하고는 모두 소프트웨어로 구성되어 있으며 일
반 무선랜 AP를 사용하기 때문에 RSSI에 의한 위치 추
적 기능만을 제공한다. PanOS Platform은 무선랜
AP들을 통해 이동 개체의 위치정보를 수집하여 위치
계산을 수행하는 기능 및 Cisco 2700 Series Location
Appliance를 비롯한 다른 위치 추적 솔루션 프로바이
더들을 지원하는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PanGo 태그는 Wi-Fi 클라이언트 모드 및 비콘
(beacon) 모드로 동작할 수 있다. Wi-Fi 클라이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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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드에서는 IEEE 802.11 b/g 표준을 이용하여 위치와
상태 정보를 보내며 비콘 모드에서는 태그의 신원 확인
을 위해 MAC 주소만을 전송함으로써 태그의 보고 기
능과 배터리 수명 사이의 최적의 조합을 제공할 수 있도
록 하고 있다.
PanGo 솔루션 및 솔루션의 구체적인 특성에 대해
서 보다 자세히 알고자 하는 경우는[34]를 참고하기 바
란다
2. 무선랜 위치 기반 서비스(미국의 경우)
국내에서는 2006년 상반기부터 휴대 인터넷
(WiBro) 서비스5)가 도입됨에 따라 무선랜과 결합된 휴
대 인터넷 상에서의 위치 기반 서비스에 대한 관심도 고
조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무선랜 혹은 휴대 인터
넷 기반의 위치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사례는 그
다지 알려져 있지 않다. 저자들이 알고 있는 범위 내에
서 전세계적으로 위치 기반 무선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로는 Skyhook Wireless가 유일하며 Herecast 및
Place Lab은 Skyhook Wireless와 유사한 개념을 이용
한 프로젝트 성격의 서비스를 준비 중에 있고 Lojack
System?[35]처럼 특수한 분야에 한정해서 무선랜 기
반 위치 추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서비스들은 별도의 하드웨어 없이 소프트웨어만으로 구
성되었으며 혼잡한 도심 지역 및 건물 내부에서 위성이
나 이동통신 기반 LBS 서비스 보다 더 정확한 위치정
보 서비스를 제공한다.
미국의 Skyhook Wireless가 제공하는 위치 기반
서비스는 무선랜 AP의 고유 ID를 이용하여 무선랜 AP
가 설치되어 있는 건물 혹은 이정표 정보를 위치정보로
제공하는 서비스다. 무선랜 장치가 특정 AP의 ID를 알
게 되면 AP의 ID들이 정리된 일종의‘AP 주소록’
을검
색한 후 그 ID에 해당하는 위치정보를 제공해 주게 된
다. 무선랜 AP의 주소록은 사용자 무선랜 장치에 설치
된 클라이언트가 수신한 무선랜 AP의 ID 정보를
Skyhook Wireless의 중앙 서버로 전송해 줌으로써 구
축된다. 따라서 무선랜 기술을 사용하는 다른 위치정보
서비스에 비해 위치정보의 정확도는 그다지 높지 않지
만 이동통신 기술을 사용하는 LBS보다는 높은 정확도
를 제공한다. 대표적인 서비스로는 친구/가족 찾기 서
비스, 인접 시설물 찾기 서비스, 자산 추적(Fleet &
Asset Tracking) 서비스, 위치 기반 지역 광고 서비스,
무선랜 VoIP 전화의 발신자의 위치정보를 제공하는 E911 서비스 등이 있다. 이 외에 GPS와 Wi-Fi 기반 위

5) KT의 경우 와이브로+이동전화, 와이브로+무선랜, 와이브로+DMB, 와이
브로+초고속인터넷과 같은 다양한 형태의 와이브로 서비스를 준비 중에
있으며, SKT의 경우 와이브로+이동전화, 와이브로+위성DMB 형태의 와
이브로 서비스를 준비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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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 추적 시스템이 결합된 E-GPS 형태의 서비스도 제
공하고 있다. Skyhook Wireless의 위치 기반 무선랜
서비스에 대해 보다 자세히 알고자 하는 경우는[36]를
참고하기 바란다.
Herecast 및 Place Lab도 Skyhook Wireless가 제
공하는 것과 동일한 원리를 사용한 무선랜 기반 위치정
보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다. Herecast 솔루션의 대표
적인 특징은 위치 계산이 중앙 서버가 아닌 사용자의 무
선 장치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용자가 자신의 정보
공개 범위를 설정함으로써 프라이버시 수준을 조절할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준비 중인 서비스로는 현재 위
치 기반 상세 지도 다운로드, 위치 알림, 위치 기반 채팅
및 게임 등이 있다. Place Lab 솔루션의 대표적인 특징
은 무선랜 AP는 물론 GSM 및 Bluetooth 기지국 정보
도 이용한다는 것이다. Herecast 및 Place Lab이 준비
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37] 및 [38]를 참고하기 바
란다.
영국의 Last Mile Communications는 가로등에
무선랜 AP를 설치하여 2005년 말부터 인터넷 액세스
및 다양한 위치 기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준비를 진
행 중에 있다[39]. Google 및 Microsoft도 무선랜 AP
를 통한 인터넷 액세스 서비스 및 위치 기반 서비스를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 외에 Intel,
Navizon[40],6) Meetro[41] 등이 무선랜 기반 위치정
보 서비스를 제공하려 하고 있다. 대학에서는 주로 위
치 추적 기술들과 관련된 다양한 연구 활동이 진행되고
있으며 Berkeley 대학의 무선랜 환경에서의 웹 어플리
케이션에 대한 개방형 플랫폼인 PlaceSite 프로젝트
[42] 등의 무선랜 기반 위치정보 서비스와 관련된 연구
들도 진행되고 있다.

V. 요약 및 맺음말
본 논문에서는 표준 무선랜 기술 기반의 위치정보
서비스 및 구현 기술에 대해 살펴보았다. 실시간 위치
추적 시스템(RTLS)라고도 불리는 무선랜 기반의 위치
정보 서비스는 기존의 GPS나 이동통신망 기반의 LBS
서비스가 제공하지 못했던 높은 위치 정밀도를 실외는
물론 실내에서도 제공할 수 있다. 무선랜 기반의 위치
정보 서비스는 무선랜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는 환경이
라면 별도의 하드웨어의 구매나 이용료 없이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무선랜 인프라가 광범위하게 보급된 의료
기관, 대학 캠퍼스, 산업 현장 등을 중심으로 도입이 진
행 중에 있다 . 또한 2006년 상반기 휴대 인터넷

6) Navizon은 Peer-to-Peer Wireless Positioning System 기반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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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Bro) 서비스의 개시와 더불어 다양한 위치 기반 어
플리케이션 및 응용 서비스가 개발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위치정보 서비스가 본격적으로 보급되기 위
해서는 몇 가지 선행되어야 할 것들이 있으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사용자의 프라이버시를 보장해 주는
것이다. 프라이버시는 어느 정도까지는 기술적으로 보
장해 줄 수 있으나 법제도적인 측면 및 사회과학적인 측
면에서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개인 혹은 사물의 위치
정보를 사용하는데 있어 사회적인 합의는 다소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다행스럽게도 2005년‘위치
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이 공포되고 시행
됨에 따라 법제도적인 기반은 마련되었다. 참고문헌
[44]에 따르면 유용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전제
하에 사용자들은 약간의 프라이버시를 기꺼이 포기할
수 있으며 기본적인 형태의 위치정보 서비스에 대한 경
험은 새롭고 다양한 위치정보 서비스에 대한 신뢰 수준
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친구찾기’서비스와 같은 기본적인 위치 기반 서비스
가 일반적인 서비스로 인식되어 가는 현상은 매우 시사
하는 바가 크다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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