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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비쿼터스 서비스 구현을 위한 위치정보 기술

유비쿼터스서비스를실현하기위해서는다양한요소기술들이결

합되어야 한다. 그 중 중요한 서비스인‘상황인식 서비스(con-

text-aware service)’를구현하기위해서는위치정보및이를

기반으로 한 주변의 상황(situation)에 한 정보, 그리고 거기

에적합한서비스제공인프라를구축하는것이필요하다. 위치정

보를 기반으로 하는 서비스들(Mobile Location Services)은

<표1> 

모바일 위치정보 기반 서비스의 분류

SERVICES EXAMPLES ACCURACY NEEDS APPLICATION ENVIRONMENT

Emergency Emergency Calls Medium to High Indoor/Outdoor 

Automotive Assistance Medium Outdoor 

Navigation Directions High Outdoor 

Traffic Management Medium Outdoor 

Indoor Routing High Indoor 

Group Management Low to Medium Outdoor 

Information Travel Services Medium to High Outdoor 

Mobile Yellow Pages Medium Outdoor 

Infotainment Services Medium to High Outdoor 

Advertising Banners, Alerts, Advertisements Medium to High Outdoor 

Tracking People Tracking High Indoor/Outdoor 

Vehicle Tracking Low Outdoor 

Personnel Tracking Medium Outdoor 

Product Tracking High Indoor 

Billing Location-sensitive Billing Low to Medium Indoor/Outdoor 

출처 : Georage M. Giaglis, 2003 Idea Group Publishing

정지하고 있거나 이동하고 있는 환경에서 다양하게 응용될 수 있

는데, <표1>은모바일위치정보서비스및적용가능한기술을분

류한예이다.

<표 1>과 <표 2>에서 보듯이 구축하고자 하는 서비스에 적

절한 기술을 선택하여 솔루션을 구현하여야 하는데, 여기서는

유비쿼터스서비스의중요한요소기술로각광받고있는 RFID

기술이위치기반서비스에어떻게적용되는지에 해살펴보도

록하겠다.

모바일위치정보기반서비스를구현하기위한 RFID 기술의응용

RFID 기술은본질적으로 상의‘인식’을기본기능으로하고있

다. 따라서, 산업및생활전반에서그적용가능성을찾아낼수있

을 것이다. 그 중에서 최근 가장 많이 논의되는 유형은 상물을

인식하여 관련 정보를 추적하는 트랙킹(이력관리 등) 서비스이

다. 또다른유형은RFID 칩과주변에서감지된정보를결합하는

센스 네트워크 형태의 서비스이다. USN(Ubiquitous Sensor

Network) 형태의 서비스는 향후 다양한 센싱 기술들과 결합하

여 유비쿼터스 서비스의 신경망과 같은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측된다. 

다량의 상품을 상으로 하는 물류 중심의 RFID 활용 모델

들에서는 태그의 가격을 낮추는 것이 성공적인 적용의 필수요소

이므로 저렴하고 적용이 용이한 수동형 태그 중심으로 발전해 왔

다. 그런데유비쿼터스서비스의Anytime, Anywhere 속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실시간 위치정보를 필요로 하게 된다.

RFID 태그의 관점에서 볼 때 실시간으로 자신의 위치를 알려주

기 위해서는 태그가 스스로 신호를 발생시켜 리시버에 위치정보

를 능동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즉, 능동형 태그를 기반으로 서비

스를구현할필요가있다. 

RFID로모바일위치정보기반서비스구현

상정보기술의RTLS 솔루션

IT 기술의 발달과 함께 Mobile Positioning, Mobile Locating과 같은 이동성에 기반한 기술들이 우리 일상생활에 다양하게 응용되고 있다. 표적으로 군사적

목적으로 개발되었던 GPS를 카 네비게이션에 활용하는 경우, 셀 기반의 모바일 폰의 위치를 인식하여 사람을 찾거나 위치기반의 게임을 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최근 관심의 상이 되는 중요한 IT 기술이 RFID 기술인데, 이는 유비쿼터스 서비스 환경을 구축할 때 중요한 기초 기술이기 때문일 것이다. RFID 기술 역시

무선통신 기술의 일종으로, 상물을 인식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따라서, 산업 및 생활 전반에서 그 적용 가능성을 찾아낼 수 있을 것이다. 이 에서는 RFID

기술을 Mobile Locating 에 적용하기 위한 원리, 요소 기술 및 서비스 형태를 알아보고, 실제 적용 사례를 살펴본다.

|| 이수룡 ( 상정보기술 U-Biz기술연구소 서비스개발팀장) sooryong@daesangi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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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 

모바일 위치정보 기반 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한 기술 분류

Coverage Accuracy Application 
Technology Category Technology Range Support Environment 

Mobile Network-dependent Technologies CELL-ID Long Low Indoor/Outdoor

TOA Long Medium Indoor/Outdoor

OTD Long Medium Indoor/Outdoor

Mobile Network-independent Technologies GPS / A-GPS Long High Outdoor

BLUETOOTH Short High Indoor

WLANs Short Low to Medium Indoor

RFID Short High Indoor

출처 : Georage M. Giaglis, 2003 Idea Group Publishing

능동형태그를기반으로실시간위치정보서비스를구현하는

모델을 RTLS(Real Time Locating Systems)라고 하는데,

RTLS는다음과같은특징을갖는다.

� 상물의 존재여부 및 식별코드뿐만 아니라 위치까지 파악

� 자산이나 사람의 위치에 한 지속적인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

한 자동화 시스템

� 전원이 장착된 액티브 태그와 셀 방식의 위치 시스템 구성 필요

� 표준 Wi-Fi 통신을 하는 무선 디바이스 수용 가능

� 특정 구역이나 시설 설비에 한 유비쿼터스 서비스 구현

RTLS 모델은 사용하는 주파수 역에 따라 두 가지로 나누

어진다. 그 하나는 2.4GHz 기반이고 또 하나는 433MHz 기반

으로 이루어지는데, 여기에서는 2.4GHz 중심으로 실제 구현된

솔루션과서비스예를가지고설명해보자.

<그림 1>은 RTLS를 구축하기 위한 구성요소들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크게세부분으로나누어진다. 

� 능동형 태그로 표되는 모바일 리소스

� 신호를 감지하여 전달하는 하드웨어 인프라

� 위치정보를 추출하고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에 적용하는

소프트웨어군

RTLS는표준Wi-Fi 인터페이스(802.11b/g 방식)를이용

하므로 모바일 소스에는 무선 랜카드를 장착한 PDA나 노트북을

포함할수있으며, 신호를감지하는인프라는AP(Access Point)

등을 포함할 수 있다. 그리고 상의 위치를 찾아내는 방법으로

TDOA(Time Difference of Arrival), RSSI(Received Sig-

nal Strength Indicator) 방식을 사용함으로써 동일한 방식을

제공하는하드웨어인프라들과호환될수있다. 참고로TDOA방

식은 <그림 2>에서 보는 것과 같이 각 리더는 태그가 발생하는

10ns 단위의 메시지 패킷을 받는다. 각 리더에서 받은 신호들이

갖게 되는 시간 차이로부터 각 리더로부터 태그까지의 거리를 측

정할수있는데, 이로부터타원형의위치지점들을찾아낼수있고

이타원형의교차점이해당태그의위치를나타내게된다. RSSI 방

식의경우상 적인신호의감소량을기준으로거리를측정해낸다.

RTLS는기본적으로태그의인식과신호발생에따른거리를

측정해 낼 수 있으므로 <그림3>과 같은 세가지 형태의 응용 모델

을 가질 수 있다. 바꾸어 말하면 동일한 구성요소를 가지고 필요

에따라다른수준의서비스를구현할수있다.

가장단순한형태는일반적인수동형RFID 태그를이용한경

우와마찬가지로태그를부착한사물이특정지점을통과하는형태

이며(<그림3>의우측), 두번째는태그가측정지점(AP 등)으로

그림 1 > 

실시간 위치정보 시스템(RTLS)의 구성요소

그림 2 > 

TDOA 위치측정 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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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역안에있음을측정해내는것이다(<그림3>의중앙). 마

지막으로3개이상의리시버를이용해태그가있는위치를찾아내

는 형태이며(<그림 3>의 좌측), 이 형태를 이용하여 특정 시점에

태그의위치나두시점의태그이동경로를파악할수있다. 

이러한 응용 모델을 적절히 사용하여 리시버가 설치된 특정

역에서다양한형태의서비스를제공할수있다. 

� 자산 관리 분야

- 병원의 이동성 장비의 관리

- 컨테이너 추적 관리

- 물류 창고의 팔레트

- 센서 네트워크의 위치기반 구성

� 인적 관리 분야

- 병원의 직원과 환자 위치 관리

- 필드 엔지니어 안전 관리

- 물류창고 종사자의 업무 관리

- 안전요원 위치 관리

- 노약자 안전 관리

인적관리의한예로. 레저타운에적용하 을경우다음과같

은애플리케이션구현이가능하다.

� 사용자 기본 정보 관리

� 전자캐쉬 관리

- 선불식전자캐쉬적립기능/실시간사용자별전자캐쉬사용정보저

장기능

- 암호화 및 비 번호 입력 기능(도난시 부당한 지출 방지)

� 사용자 위치 검색

- 블록 내 시설물별/카테고리별/지역별 이용관리

- 실시간 사용자 위치 추적 및 시설물 사용 정보 관리

- 사고 방지 및 퀵 알람 기능

� 출입(보안) 관리 및 시설물 사용 관리

- 구역 내 안전(보안) 시설물에 한 기본적인 출입 관리

- 사용자의 정보에 기반한 자동화된 시설물 이용 제한

� 리포트

- 오프라인/온라인 리포트

- 미리 정의된 리포트 세트(XML, HTML, Excel)

� 경보 및 통지

- 전자메일, SMS, 특정 웹 서비스 호출

RTLS의 적용 사례 : 덴마크의 LEGOLAND 

RFID나GPS의활용과관련하여, 가장많이논의되는것이자산

이나 화물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추적이다. 이와 다르게 RFID

기반의RTLS 애플리케이션을사람의위치에까지확장해적용하

고 있는 곳이 있는데, 덴마크에 있는 LEGOLAND Billund는

매년방문하는수천명의어린이들에게적용하여미아방지및고

객정보 관리에 성공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그림 4>는 지도상에

태그의위치표시및위치정보를제공하는시스템개념도이다.

LEGOLAND Billund는 덴마크에 있는 23만여 평방미터

규모의연인원160만명의이용객을수용하는유럽의유명테마

파크중하나이다. 다른테마파크들과마찬가지로미아방지와그

해결문제로많은자원을소모했었다. 한시즌에1,600여건의미

아가발생하 고, 그로인해부모나가이드의불만이증가하고, 스

텝들이수천명가운데서한명의미아를찾아내기위해뛰어다녀

야 했다. 평균적으로 미아 발생 한 명당 투입된 자원은

1Man/Hour에해당했다.  

LEGOLAND Billund는이문제를해결하고자GPS, RFID, Wi-

Fi 기반의솔루션들을검토했으며, 그검토기준은다음과같았다.

� 실시간의 위치 정보

� 스텝의 도움 없이 자동화된 정보 접근 가능

� 위치 측정용 디바이스의 사용 편의성

� 충분한 전원 유지 기간

� 인구 집 지역에서 의미 있는 정 도 유지

� 구조물 등의 아웃도어 환경에서 적용 가능

그림 3 >

RTLS의 서비스 구현 형태

그림 4 >

RTLS의 LEGOLAND 적용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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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비 투자의 최소화

� 인건비를 최소화하면서 신규 수익 창출

2004년3월LEGOLAND Billund를방문한고객들은세

계최 의Wi-Fi 로케이션네트워크서비스를만날수있었다. 이

로인해어린이와함께입장하는고객들은미아발생에 한걱정

없이안심하고공원시설들을이용할수있게되었다. 부모들은핸

드폰과지도를통해실시간으로아이들의위치를알수있었다. 

이를통해LEGOLAND Billund는태그 여수익, 고객유

인 효과, 기업 이미지 제고, 인력의 효율적 활용과 고객 행태 분석

을통한 집지역 응, 벤더관리등의다양한효과를거두었다. 

RTLS의 구축 과정

RTLS의구축과정은6~7단계로나뉘어이루어진다. 1단계는서

비스 상이되는 역에 해구역을설정하는단계로, 이단계에

서하드웨어가설치되기전에전체 역을부분으로나누는작업을

하게된다. 2단계는각구역에 한기본적인배치계획을짜는것

으로, 해당구역을분석하여이론적으로리시버들을배치할가장적

합한장소를선정한다. 3단계는실제해당구역에리시버들을설치

하고신호를감지하여오차를최소화하는테스트및튜닝단계이다.

4단계는3단계까지의결과를기반으로최종적인설치계획을완성

확정하게된다. 이를기반으로전체시스템을구성하는5단계작업

이이루어지며, 6단계에서 상물들에 한태그부착이이루어진

다. 최종적으로애플리케이션을적용하여해당비즈니스에서요구

하는위치기반정보시스템을완성하게된다.

상정보기술의 RTLS 솔루션, UbiRTLS

<그림 5>는 지난 11월 8일에 개최되었던 Oracle Technology

Summit 전시장에적용되었던 상정보기술의UbiRTLS의실

행화면과개념적구조도이다. 이날UbiRTLS는RTLS 솔루션

이 인도어 환경에서 고객 행태를 분석해내는 좋은 예를 보여주었

다. 이 날 상정보기술의 UbiRTLS는 Oracle Fusion Mid-

dleware의 모바일 모듈을 통해 핸드폰으로 태그의 위치를 실시

간으로확인할수있게하여, LEGOLAND의서비스모델을동

일하게구현했다. UbiRTLS는RTLS에서발생되는위치정보를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애플리케이션

으로서, 기본적으로 상물의위치를다양한조건을부여하여볼

수있도록하는스마트뷰어를제공하는데, 위치정보를재가공하

여 이동경로 분석, 특정태그/특정그룹의 제어, 특정지점 및 역

과의관계등을알수있다. 현재레저, 소매, 유통분야등산업

역별로적용할서비스모델을구축중에있다.

상정보기술U-Biz기술연구소는모바일분야와미디어솔

루션 분야에서 다양한 경험을 가지고 이동통신사의 서비스 구축

및 솔루션, 교육기관 등에 미디어 솔루션을 제공해 왔다. 최근에

는VM 기반의컨텐츠제공서비스를제공하고있으며, 인터넷방

송호스팅솔루션도진행하고있다. 현재모바일게임을제작하고

있으며, 미디어솔루션과모바일솔루션의결합을통한유비쿼터

스컨텐츠제공플랫폼을구축할예정이다. 향후, 상정보기술의

RTLS기술은 다양한 고객 서비스 모델 및 자산관리 프로세스와

결합되어 유비쿼터스 서비스의 한층 진보된 모습을 보여줄 수 있

을것이다. 

문의처 : 상정보기술 U-Biz기술연구소 02-3408-0357

그림 5 >

상정보기술

UbiRTLS의 OTS 적용

화면 및 구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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