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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리 위치추적 기술 동향
김학용* 김성덕** 서동길* 지정강* 장현태***
위치추적 기술은 유비쿼터스 사회에서 ‘보이지 않는 기술’을 구현하는 핵심 요소로 이해되고 있다. 따
라서, GPS 위성 및 이동통신망 기반의 광역 위치추적 기술은 물론, Wi-Fi, Zigbee, UWB, Bluetooth, RFID,
초음파 기술을 이용한 다양한 근거리 위치추적 기술에 대한 연구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근거리 위치추적 시스템의 구성 및 근거리 위치추적 기술의 핵심이 되는 위치결정 프로세스, 그리고 근거
리 위치추적 시스템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할 사항들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또한, 이와 관
련된 최신 기술 및 제품 동향을 소개하고자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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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FID, 초음파(Ultrasonic), IrDA 등과 같은 근거리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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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기술을 이용한 실내 및 근거리 위치추적 기술에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3]. 광역 위치추적
기술처럼 넓은 지역에서의 위치추적에는 한계가 있지만, 실제로 사람들이 활동하는 공간을 중심으로
수 미터 이내의 높은 위치추정 정확도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특성은 유비쿼터스 컴퓨팅
을 위한 위치추적 기술로 사용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할 수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근거리 위치추적 기술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먼저, II장에서는 근거리 위
치추적 시스템의 구성을 살펴보고 각 구성요소들의 기능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III장에서는 근거리
위치추적과 관련된 최근의 기술 동향 및 관련 제품 개발 현황에 대해 살펴볼 것이며, IV장에서는 위
치추적 기술 및 솔루션의 국내외 개발 동향에 대해서 살펴볼 것이다. 마지막으로, 근거리 위치추적
시스템에서의 고려 사항을 살펴 보며 글을 맺는다.

II. 근거리 위치추적 시스템의 구성 및 기능
[그림 1]과 [그림 2]는 근거리 위치추적 시스템의 구성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에 보이는 것처럼,
위치추적 시스템은 위치추적의 대상이 되는 태그(Tag), 액세스 포인트(Access Point), 그리고 중앙
서버 혹은 위치계산 엔진(Positioning Engine)으로 구성된다. 근거리 위치추적 시스템은 두 가지 방
식으로 구성될 수 있으며, 각 구성요소의 기능은 위치추적 시스템이 구성되는 방식에 따라 다소 차이
가 나게 된다.
근거리 위치추적 시스템은 동작하는 방식에 따라 인프라 기반 방식(Infrastructure-Based
Architecture) 및 단말기 기반 방식(Terminal-Based Architecture)로 분류될 수 있으며, 각 동작 방
식에 따라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게 된다.

그림 1. 인프라 기반 방식의 위치추적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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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단말기 기반 방식의 위치추적 시스템
먼저, [그림 1]에 보이는 인프라 기반 방식의 위치추적 시스템에서는 점선으로 표시된 것처럼 태
그가 일정한 주기로 비콘(beacon) 신호를 방송하게 된다. 태그의 주위에 있는 액세스 포인트 장치들
은 이 신호를 수신하여 위치정보를 추출한 후 중앙의 위치계산 엔진에 보내게 되며, 그 결과로 위치
값 계산이 이루어지게 된다. 이러한 이유로, 인프라 기반 방식은 네트워크 기반 방식(Network-Based
Architecture)이라고도 불린다. 이 방식에서 태그는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비콘 신호를 전송하는 기
능만 수행하게 되므로 회로의 구성이 간단하며, 모든 액세스 포인트에 대해 단 한 번만 비콘 신호를
전송하면 되므로 전력 소모를 줄일 수 있고 비콘 신호 전송 주기를 최소화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 액세스 포인트는 태그가 송신한 비콘 신호를 수신하고 분석하여 이를 위치계산 엔진에 전송해
야 하므로 위치추적 전용(Proprietary) 액세스 포인트 장치를 이용해야 하는 단점이 있다.
반면, [그림 2]에 보이는 단말기 기반 방식의 위치추적 시스템에서는 액세스 포인트가 일정한 주
기로 비콘 신호를 방송하게 된다. 이 신호를 수신한 태그는 신호를 분석하여 위치정보를 추출한 후
위치계산 엔진에 보내어 위치값 계산을 하게 된다. 단말기 기반 방식에서는 태그가 다양한 기능을 수
행하기 때문에, 클라이언트 기반 방식(Client-Based Architecture)라고도 불린다. 이 방식에서는 태
그가 최소 3개 이상의 액세스 포인트로부터 신호를 수신해야 하며 그에 따른 위치정보 처리 기능을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전력 소모가 커지고 위치정보 전송주기가 길어져야 한다는 단점이 있다. 반면,
상용 액세스 포인트를 그대로 사용할 수도 있으므로, 위치정보 서비스를 위한 인프라 구축 비용을 최
소화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위치계산 엔진에서 수행되는 위치값 계산은 태그 혹은 액세스 포인트들이 수집한 위치정보를 이
용해서 수행되며, 위치추적 시스템의 구성 방식에 관계없이 삼각법(Triangulation), 핑거프린팅
(Fingerprinting), 혹은 Cell-ID 방법을 이용하거나 이들을 결합한 방식에 의해 구현된다. 각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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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값 계산 방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3]과 [4]를 참고하기 바라며, 전체적인 위치계산 과정에 대
해서는 아래에서 설명될 것이다.
위치정보 수집

위치정보 변환

필터링

위치값 계산

스무딩

그림 3. 위치추정 과정
[그림 3]은 위치추적 시스템에서 태그의 위치를 추정하는 일련의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위치추
정 과정은 위치정보 수집(Measuring), 위치정보 변환(Converting), 필터링(Filtering), 위치값 계산
(Determination), 그리고 스무딩(Smoothing)의 5 단계를 통해 이루어진다. 이 중에서 위치정보 수집,
위치정보 변환, 그리고 위치값 계산 과정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지만, 필터링 및 스무딩 과정은 포
함되지 않을 수 있다. 각 단계별 동작은 다음과 같다.
먼저, 위치정보의 수집은 앞에서 설명된 것처럼 위치추적 시스템의 구성 방식에 따라 태그 혹은
액세스 포인트 장치에서 수행된다. 위치정보는 비콘 신호의 세기(Signal Strength), 비콘 신호의 비
행 시간(Time of Flight), 비콘 신호의 도착 각도(Angle of Arrival)의 형태가 될 수 있으며, 두 가
지 유형의 위치정보가 함께 이용될 수도 있다.
두번째, 위치정보의 변환은 태그 혹은 액세스 포인트에서 수신한 위치정보를 위치값 계산 과정에
서 사용할 수 있는 형태로 변환하는 과정이다. 위치정보의 유형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전파 모델
(Propagation Model)을 이용하여 거리(d)로 변환하게 된다. 위치정보가 수신 신호의 세기인 경우 식
(1)에 보이는 것과 같은 Friis의 자유 공간에서의 경로 손실 공식에 바탕을 둔 전파 모델을 이용하며,
위치정보가 비행 시간인 경우 식(2)에 보이는 것과 같은 빛의 전달과 관련된 물리 공식에 바탕을 둔
전파 모델을 이용하게 된다. 태그 및 액세스 포인트에서 위치정보를 수집하자마자 수행될 수도 있으
며, 위치값 계산이 이루어지는 위치계산 엔진에서 수행될 수도 있다.

d = α ⋅ 10

PTx − PRx
2

+β

(1)

d = α ⋅c ⋅t + β

(2)

식(1) 및 식(2)에서 d 는 거리, PTx 와 PRx 는 dBm으로 표현되는 송신 및 수신 전파의 세기,
전파의 속도, t 는 비행 시간을 나타낸다. 각 수식에서 α 와

c는

β 는 결정계수로 실험적으로 결정되므

로 위치추적 시스템이 적용되는 환경에 따라 다른 값을 갖게 된다.
세번째, 필터링 과정은 보다 정확한 위치값 계산을 위해 위치정보 혹은 위치정보가 변형된 거리
값을 선별하는 과정이다. 2차원 공간에서 태그의 위치를 구하기 위해서는 최소 3개 이상의 위치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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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필요하다. 실제로는 위치정보의 누락 등을 대비해서 4~8개의 위치정보가 수신되도록 위치추적 시
스템을 설치하게 된다. 4개 이상의 위치정보가 수신된 경우, 위치값을 계산하는 방법에는 수신된 모
든 위치정보를 이용하는 방법 및 위치값 계산에 사용될 3개의 위치정보만을 골라서 계산하는 방법을
이용할 수 있다. 모든 위치정보를 이용하는 경우 식(3)과 같은 횟수의 위치값 계산 과정을 수행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C3m =
여기서,

m!
3!(m − 3)!

(3)

m 은 수신된 위치정보의 개수를 나타낸다. 만약, 6개의 위치정보가 수신되었다면 20번의

위치값 계산을 반복해야 하기 때문에, 위치계산 엔진의 동작에 부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또한,
위치값을 계산하는 과정에 커다란 오류를 포함하고 있는 위치정보를 이용하게 될 수도 있다. 따라서,
3개의 위치정보를 선별하여 위치값 계산에 이용하는 방법이 선호되고 있다. 3개의 위치정보를 선별
하게 되면, 갑작스런 오류가 발생한 위치정보를 걸러내는 효과를 볼 수도 있다.
네번째, 위치값 계산 과정은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참고문헌 [3]과 [4]를 참고하기 바란다.
Ekahau [5] 및 전력선 기반 위치추적 시스템 [6]은 핑거프린팅 방법을 이용해서 위치계산을 수행하
고 있으며, 삼성네트웍스의 Zigbee 및 CSS 기반 위치추적 솔루션 [2], 그리고 AeroScout [7]를 비롯
한 대부분의 위치추적 시스템은 삼각법을 이용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는 핑거프린팅 방식이 비교적
높은 위치추정 정확도를 제공한다고 알려져 있지만, 라디오맵(Radio Map)을 작성하고 관리하는 것이
많은 시간과 노력을 필요로 하며 전파 환경이 변할 때마다 라디오맵을 새로이 작성해야 하는 관리 및
운용의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스무딩 과정은 위치값 계산 과정을 통해 얻어진 실시간 위치값을 이전에 얻어진 위
치값들을 이용하여 태그의 움직임 추세를 반영하는 기법이다. 산술평균(Arithmetic Average)이나 가
중이동평균(Weighted Moving Average)을 이용하여 스무딩 기능을 구현하는 것이 가장 간단한 방법이
며, 뉴럴 이론(Neural Theory)이나 칼만 필터링(Kalman Filtering) 기법을 이용하기도 한다. 스무딩
과정에서는 스무딩 기법도 중요하지만, 스무딩 기법에 사용되는 이전 위치값의 개수도 중요하다. 이
전 위치값의 개수가 많은 경우는 과거 위치값의 반영 비율이 높아져 위치추정의 정확도가 낮아지며,
태그가 고속으로 이동하는 경우는 더욱 심각해진다. 따라서, [2]에 소개된 것과 같이 태그의 이동
속도에 따라 적응적으로 위치정보 전송 주기를 빠르게 함으로써 스무딩을 구현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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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근거리 위치추적 기술 동향
근거리 위치추적 기술이라 함은 GPS 위성이나 이동통신망 기술을 사용하지 않는 위치추적 기술을
모두 포함한다고 할 수 있다. 이 중에는 로봇이나 특수 분야에 사용되는 정확도 10cm 이내의 초정밀
위치추적 기술도 있으며, 자산 관리, 이동궤적 추적 분야에 사용되는 정확도 2 미터 이내의 고정밀
위치추적 기술도 있고, 보안 및 대략적인 위치확인 용도로 사용되는 정확도 2~10m 정도의 위치확인
기술도 있다. Cricket [8]이나 Active Bat [9]으로 대변되는 초음파를 이용하는 초정밀 위치추적 기
술은 이미 오래 전부터 연구가 진행되어 왔으며, RFID를 이용한 위치확인 기술은 이미 많은 분야에
서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이곳에서는 더 이상 언급하지 않도록 할 것이다. [표 1]은 위치추정 정확
도에 따라 근거리 위치추적 기술을 분류하고 그 특성을 정리한 것이다.
구분

초정밀 위치추적

고정밀 위치추적

위치확인

정확도

10cm 이내

2m 이내

2~10m

사용 기술

초음파

TOF 및 TDOA
기반 기술, UWB

Zigbee, Wi-Fi,
Bluetooth, RFID

활용분야

로봇, 산업용 기기

자산관리,
이동궤적 추적

보안

표 1. 근거리 위치추적 기술
고정밀 위치추적 기술과 관련된 가장 두드러진 기술 동향은 위치추정 정확도를 위해 위치정보를
얻는 과정에서 RSS (Received Signal Strength) 대신 TOF (Time of Flight)를 이용하여 거리 측정
(Ranging)을 수행하는 것이다.
초기에 TOF 대신 RSS가 위치정보로 이용된 주된 이유는 근거리 통신 기술과 관련된 표준에 시간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필드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AeroScout
처럼 자체적으로 시간 정보를 이용하기 위한 기술을 개발하여 사용하기도 했다. 하지만, TOF를 이용
하는 경우, 태그나 액세스 포인트와 같은 장치들 사이에서 시간 동기를 정확히 맞춰야 하는 문제를
해결해야만 했다. 따라서, 사용하기 쉬운 RSS가 주로 이용되었다. 그러나, RSS를 이용하는 경우 전
파 환경 변화에 따른 위치추정의 부정확성 문제가 심각했다. 근거리 위치추적 시스템에 사용되는 근
거리 통신 기술의 상당수가 2.4 ~2.5GHz 부근의 ISM 대역을 이용하고 있으며, 동일한 주파수 대역을
이용하는 다른 통신 기술 및 가전 장치들에 의한 간섭 효과가 심했기 때문이다. 또한, 사람이나 주위
환경에 따른 간섭 효과도 무시할 수 없었고 일정한 패턴을 보이지도 않았기 때문이다.
RSS 대신 TOF가 다시 관심을 끌기 시작한 것은 올해 3월 IEEE 802.15.4a 표준이 완성된 것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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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TWR (Two-Way Ranging) 기술로 인해 동기화 문제가 쉽게 해결될 수 있었던 사실에 기인한다.
IEEE 802.15.4a 표준은 IEEE 802.15.4에 기술된 Zigbee의 PHY 기술에 시간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CSS (Chirp Spread Spectrum)나 IR UWB (Impulse Radio Ultra Wideband) 기술을 채택한 것이다
[10]. 이 두 기술은 스프레드 스펙트럼 기술을 이용하기 때문에 간섭효과의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
다. [그림 4]는 IEEE 802.15.4a 표준의 구성을 설명해주고 있으며, [그림 5]는 CSS 방식과 IR UWB
방식에서 시간 정보를 얻어내기 위해 Chirp 신호 및 Impulse train으로부터 Impulse 신호를 만드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IEEE 802.15.4a
(Dual Baseline)

2.4GHz Chirp-Radio

UWB-Radio

Mandatory: 2.4GHz CSS
(Chirp Spread Spectrum)

Mandatory: IR-UWB
(Impulse Radio)

그림 4. IEEE 802.15.4a Alternative PHY

Chirp Spread Spectrum

Impulse Radio

그림 5. CSS와 IR UWB에서의 시간 정보 추출
현재, 2.4 GHz 대역의 CSS를 지원하는 칩셋은 독일의 Nanotron Technology [11]에서만 제공되고
있으며, 국내의 Orthotron [12]도 2008년 중에 제품을 출시할 것으로 알려져 있다. CSS를 이용한 고
정밀 위치추적 솔루션은 삼성네트웍스 [13]를 비롯하여, 세연테크놀로지 [14] 등 국내외 다수의 업
체에서 개발이 진행되었거나 진행 중에 있다.
IR UWB를 이용한 고정밀 근거리 위치추적 솔루션 프로바이더로는 MSSI (MultiSpectral Solution
Inc.) [15], TimeDomain [16], Ubisense [17], Aether Wire & Location Inc. [18], Pulsicom [19]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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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이 있다. 실내에서 50m, 실외에서 200m 범위에서 동작하는 MSSI의 Sapphire DART 시스템은 30cm
이내의 정확도를 제공한다. TimeDomain의 PulseOn은 20m 범위에서 사용 가능한 제품이다. AOA
(Angle of Arrival)와 TDOA (Time Difference of Arrival) 기술을 이용하는 Ubisense의 제품은 3D
공간에서 15cm의 정확도를 제공한다. Aether Wire & Location Inc.의 제품은 3D 공간에서 1cm의 정
확도를 제공하며 수 백만 개의 노드를 지원할 수 있다. 이러한 UWB 기반 제품들은 3.1 ~ 10 GHz 대역
에서 동작하도록 되어 있으나, 국내에서는 아직 UWB에 대한 주파수가 할당되지 않은 상태다.
CSS 및 IR UWB 이외에도 시간 정보를 이용해서 위치추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품도 출시되고
있다. G2 Microsystems [20]은 2.4GHz의 ISM 대역에서 동작하는 IEEE 802.11b 기반 위치추적 전용
칩셋을 출시한 바 있으며, AeroScout 역시 ISM 대역에서 동작하는 TDOA 기반의 위치추적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TRTT
Tag

t

AP

TTOF

Treply

TTOF

t

그림 6. TWR을 이용한 비행시간(TOF) 측정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시간 정보를 이용하는 위치추적 시스템에서는 장치간의 시간 동기를 맞추
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여러 장치들 사이에서 수 십 나노 초(nsec) 수준의 정밀한 동기를 유지하
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안된 방법이 TWR (Two-Way Ranging) 기
술이다. [그림 6]에 설명된 TWR 기술은 RTT (Round-Trip Time)를 이용하기 때문에, 태그와 액세스
포인트 사이의 시간 동기를 맞춰야 하는 조건을 없애준다. 즉, 태그가 됐든 액세스 포인트가 됐든 비
콘 신호를 전송한 장치는 그에 대한 응답 신호를 수신한 후 자체 클락(clock)을 기준으로 두 장치 사
이의 비행시간을 계산하게 되므로 두 장치간의 시간 동기가 불필요하게 된다. [그림 6]은 태그가 비
콘 신호를 전송한 후 그에 대한 응답 신호를 받는 과정을 보여주는 것으로,
를

TRTT = 2TTOF + Treply

TTOF 에 대해 정리함으로써 비콘 신호가 두 장치 사이를 비행하는데 걸린 시간을 계산할 수 있다.

TWR 기술을 이용한 대표적인 방법은 Nanotron Technology의 SDS TWR 기술 [11] 및 ADS TWR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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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등이 있다.

IV. 국내외 개발 동향
1990년대 중반부터 프로토타입 형태로 개발되기 시작하던 다양한 근거리 위치추적 시스템들 (예:
Cricket [8], Active Bat [9], RADAR [24], Blups [25])은 자산관리, 헬스케어, 보안 등의 분야에
서 잠재적인 시장이 부상함에 따라 2000년대 초반부터 본격적으로 상용화 되기 시작하였다. [표 2]
는 위치추적 시스템에 사용되는 기술을 중심으로 국내외 위치추적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는 업체 및
관련 제품들을 정리한 것이다. 각 솔루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관련 홈페이지를 참고하기 바란다.
기술

위치추적 솔루션 개발 업체 및 제품
나인티 시스템 [26]
코리아 엘피에스 [27]

Ultrasonic

Sonitor Technologies Inc. [28]
Aether Wire & Location Inc.
MSSI, Sapphire DART
TimeDomain, PulseOn

UWB

Pulsicom
Ubisense
BlueOn [29]

Bluetooth

AeroScout
TOF, TDOA

Hitachi, AirLocation [30]
Ekahau

Wi-Fi
RSS

Pango Networks [31]
WhereNet [32]
삼성네트웍스, CSS 기반 고정밀 위치추적 솔루션

TOF, TDOA

세연 테크놀로지
Mitsubishi Materials Corp. [33]

Zigbee
RSS

삼성네트웍스, Zigbee 기반 위치추적 시스템
케이엠데이타, 지그비 위치추적 시스템 [34]

표 2. 위치추적 솔루션 개발업체 및 제품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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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추적 기능을 제공하는 칩셋을 제공하는 업체로는 [표 3]에 보이는 것처럼 Wi-Fi 기반 칩셋을
제공하는 G2 Microsystems가 있으며, CSS 기반 칩셋을 제공하는 Nanotron Technology와 칩콘
(Chipcon) 제품 계열의 Zigbee 기반 칩셋을 출시한 TI가 있다. UWB 칩셋은 대부분 저전력 고속 데이
터 통신용으로 개발되고 있으며, 위치추적 시스템에 사용될 수 있는 일부 UWB 칩셋들은 출시 시점을
저울질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G2 Microsystems [20]의 G2C501 칩셋은 2.4 GHz의 ISM 대역에서 동작하는 IEEE 802.11b 기반 위
치추적 전용 칩셋이다. 이 칩셋은 32 비트 CPU, crypto accelerator, real-time clock 등을 포함하
고 있다. Wi-Fi를 지원해야 하기 때문에 강력한 파워 관리 기능을 포함하고 있으며, 위치계산을 위
해 RSS, TDOA 및 Proximity를 모두 지원하는 것이 특징이다.
Nanotron Technology의 NA5TR1 칩셋은 위치추적을 위해 ISM 대역에서 80MHz 및 22MHz의 대역폭을
이용한다. 데이터 통신을 위해 최대 2Mbps의 대역폭을 제공하며, 위치추적을 위한 거리 측정
(Ranging)이 데이터 통신 과정에서 수행되므로 별도의 장치나 대역폭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Chirp
Spread Spectrum 기술을 이용하기 때문에 전파 간섭에 강한 특성을 보이며, SDS-TWR 기법을 사용함
으로써 장치들 사이의 시간 동기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TI의 CC2431은 RSSI 기반의 위치계산 엔진을 탑재하고 있어서 칩에서 태그의 위치를 계산할 수
있기 때문에, 네트웍 트래픽 및 통신 지연 현상을 감소시킬 수 있다. 국내에서는 삼성전기와 ETRI를
중심으로 위치추적 시스템에 사용될 수 있는 Zigbee 칩셋의 개발이 진행된 바 있으며 2008년 이후 상
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기술
Wi-Fi
Zigbee

CSS 지원

위치추적 칩셋 개발 업체 및 제품
G2 Microsystems, G2C501
Nanotron Technology, NA5TR1

RSS 이용 TI, CC2431 [35]
표 3. 위치추적 기능이 포함된 칩셋 개발 업체 및 제품
지금까지 소개된 것 이외에도 다양한 기술을 이용한 근거리 위치추적 기술 및 서비스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이를 이용한 위치기반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전력선 기반 위치추적
(PLP, Power Line Positioning) 기술 [6], 지상파를 이용한 위치정보 서비스 [21], 그리고 GPS
와 이동통신 기술을 이용해서 실내에서도 최고 25m 수준의 위치정확도를 제공하는 위치추적 서
비스 [23]도 제공되고 있다. 이 외에도, 도시의 도처에 설치된 무선랜 AP 정보를 이용하여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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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시도들도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다 [36]~[38].

IV. 맺음말
GPS 위성이나 이동통신망 기반의 광역 위치추적 시스템이 실내 및 음영지역에서 사용할 수
없으며 그렇지 않은 곳에서도 10m 이상의 낮은 위치추정 정확도를 제공하는 것과는 달리, 근거
리 위치추적 시스템은 실내는 물론 실외에서도 수 미터 이내의 비교적 높은 위치추정 정확도를
제공할 수 있다. 이는 다양한 형태의 위치기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을 의미하며, 나아가 유
비쿼터스 사회의 핵심 기술 중 하나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1990년대 초음파 기술을 이용한 프로토타입 형태의 근거리 위치추적 시스템은 근거리 위치
추적 시스템의 잠재적 활용 가능성에 대한 인식 및 기대를 확대시켜 주었고, 2000년대 초반부터
는 무선랜(Wi-Fi) 기반의 근거리 위치추적 시스템들이 본격적으로 상용화되기 시작했다. 그러
나, 전파의 수신신호세기(RSS)를 이용했던 이 시스템들은 전파 간섭 등의 문제로 불안정하고 낮
은 위치추정 정확도를 제공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파의 비행시간(TOF)을 이용하
는 위치추적 기술 및 TWR을 이용하여 장치들 사이의 시간 동기를 맞춰야 하는 문제점을 제거한
위치추적 시스템들이 소개되기 시작하고 있다.
전파 간섭에 의한 불안정성, 시간 동기 등과 같은 문제들이 해결되기는 했지만, 근거리 위치
추적 시스템이 본격적으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함께 고려되어야 할 사항들이 존재한다. 라우팅/
멀티맵 지원 기능, 대용량 위치정보 처리 기술, 태그의 전력 소모 최소화 기술, 실내외 연속 측
위 기술 등은 대표적인 고려사항들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기술들을 바탕으로 개발된 근거리
위치추적 시스템을 통해서 얻어진 위치정보를 기존의 시스템에서 얻어진 정보와 연동시키고 이
를 통해 부가가치를 만들어내는 것은 근거리 위치기반 서비스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고려사항이
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프라이버시 보호는 위치기반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어서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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