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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위치기반 서비스(LBS: Location Based Service)는 사용자의 현재 위치를 파악하여, 사용자의 위치를 고려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일컫는다. 위치기반 서비스에는 디렉토리 서비스, 게이트웨이 서비스, 유틸리티

서비스, 표현 서비스, 경로 서비스 등이 있는데, 이러한 서비스를 개발 하려면 필수적으로 사용자의 위치를 파악해

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옥내 무선근거리통신망 환경에서 Fingerprint 방식으로 의사결정트리를 이용한 옥내 측위

방법을 소개한다. 또한 이 측위 방법으로 실험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를 이용한 이동 패턴 정보 추출에 대하여 살펴

본다. 실험을 위해 의사결정트리를 생성하는 알고리즘과 현재 위치를 판정하는 알고리즘을 소개하고, 이 알고리즘

을 적용한 옥내 측위 프로그램을 이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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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위치기반 서비스(LBS: Location Based Service)는 사

용자의 현재 위치를 파악하여, 사용자의 위치를 고려한 유용

한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일컫는다. 위치기반 서비스에는

첫째, 사용자가 지정한 혹은 사용자의 위치에서 가장 가까운

장소, 생산물, 서비스를 찾아주는 디렉터리 서비스, 둘째, 사

용자의 위치를 찾아주는 게이트웨이 서비스, 셋째, 주어진 장

소의 이름, 거리와 번지, 혹은 우편번호에 대한 지리적 위치

를 결정하여 주는 지오코더(geocoder)와 반대로 지리적 위치

를 입력받아 완벽한 주소를 찾아주는 역지오코더(reverse

geocoder)를 포괄적으로 지칭하는 위치 유틸리티 서비스, 넷

째, 모바일 단말기 상에 지리적인 정보를 표현하는 서비스를

일컫는 표현 서비스, 다섯째, 사용자에게 적당한 경로를 제공

하는 경로 서비스 등이 있다[1].

위치기반 서비스를 개발하려면 필수적으로 사용자의 위치

를 파악해야 한다. 사용자의 위치를 파악하는 측위 방법은 옥

외용과 옥내용으로 구분되며, 옥외용은 GPS 방법[2]이 일반

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옥내용으로 크리켓(Cricket)[3], 액

티브 뱃지(Active Badge)[4] 등 다양한 시스템이 소개된 바

있는데, 기존의 이러한 방법들은 실내의 일정 영역에 적외선

센서를 부착하거나, 천정에 초음파와 RF 신호 발생기를 부착

하는 등 특수한 환경을 꾸며주어야 작동한다.

특수 장비를 이용하는 방법은 범용성과 경제성이 미약함으

로, 이미 설치된 무선근거리 통신망을 이용한 옥내측위 방법

이 근래에 활발히 소개되었다. 무선근거리통신망을 이용하는

옥내측위 방법은 수신신호의 세기를 이용하는 방법[5, 6, 7,

8]과 신호의 도착 시각(TOA: Time of Arrival)을 이용하는

방법[9]이 있다.

기존에 무선근거리통신망 환경의 옥내 측위 방법들 중 가

장 정확도가 높은 방법은 RADAR[10]에 소개된

Fingerprint 방식의 K-NN 방법으로 알려져 있다.

Fingerprint 방식은 준비 단계와 실시간 단계로 구성된다.

준비 단계에서는 후보 지점별로 특징 데이터를 미리 측정하여

Training Data를 생성하며, 실제 실시간 단계에서는 현재

위치에서 측정한 특징 데이터를 가지고 Training Data를 참

조하여 현재 위치를 추정한다. RADAR의 K-NN의 경우 특

징 데이터로 UDP 패킷의 신호 세기를 사용하여, 실시간 단

계에서 측정한 특징 데이터를 준비 단계 때 후보 지점별로 측

정했던 Training Data들과 비교하여 가장 유사한 K 개의

후보 지점을 선택하고, 이들의 평균 좌표를 현재 위치로 판정

하게 된다.

본 논문에서는 옥내 무선근거리통신망 환경에서 Fingerprint

방식으로의사결정트리를이용한옥내측위방법을소개한다. 또

한이측위방법을이용하여실험데이터를수집하고, 수집된실

험 데이터를 통해 사용자가 이동할 때의 이동 패턴 정보 추출에

대하여 살펴본다. 실험을 통해 측위 방법의 정확도를 보이며, 실

험을 위해 의사결정트리를 생성하는 알고리즘과 현재 위치를 판

정하는알고리즘을소개하고, 이알고리즘들이적용된옥내측위

프로그램을 작성한다. 여기서 Fingerprint 방식의 특징 데이터

는 무선랜 카드가 장착된 Lab-Top 컴퓨터가 주변에 설치된 AP

들의 신호 세기를 측정하여 이용한다.

Ⅱ. 관련 연구

본 장에서는 기존의 다양한 옥내 측위 시스템에 대하여 알

아보고, 본 논문에서 보이는 의사결정트리 방법을 설명한다.

1. 기존의 연구

기존의 옥내 측위 시스템의 예로 크리켓[3] 시스템에서는

고정 지점에 부착된 비컨(beacon)들이 고주파 신호와 초음파

신호들을 동시에 송신하면 이동물체에 부착된 수신기가 이 신

호들을 수신하고, 신호들의 도착 시각의 차이를 바탕으로 거

리들을 구하고, 비컨들의 좌표와 거리를 바탕으로 자신의 좌

표를 구한다.

액티브 뱃지[4] 시스템에서는 이동물체들에 적외선을 발

사하는 송신기가 부착되어 있고, 방마다 여러 개의 수신기가

고정 지점에 설치되어 있다. 적외선은 벽을 통과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동물체가 어느 방에 들어오면 그 방에 설치된 고정

수신기들만 그 이동물체의 적외선을 감지할 수 있다. 수신기

는 중앙컴퓨터에 연결되어 있어서 수신기에 감지된 적외선을

바탕으로 이동물체가 어느 방 안에 있다는 것을 판정한다. 이

상에서 본 바와 같이, 크리켓이나 액티브 뱃지 시스템에서는

측위를 위한 특수 장비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이외에도 특

수 장비를 이용하여 사용자의 옥내 위치를 파악하는 다양한

연구 결과가 발표된 바 있다.

사용자가 어디에 있든지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무선근거리통신망이 거의 어느 곳에서든 제공된다. 따

라서 무선근거리통신망을 이용하여 사용자의 위치를 판정할

수 있다면 옥내 측위를 위한 특수 장비가 필요 없음으로 경제

적이고 구현하기에 편리하다[5, 6, 7, 8, 9, 10]. [5, 6, 7,

8]은 AP(Access Point)의 신호의 세기를 바탕으로 이동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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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기와 AP간의 거리를 구하고, 이 거리를 바탕으로 이동단말

기의 위치를 구한다. [5, 6, 7]은 정확도를 제고하기 위한 방

법을 소개하는데 반하여, [8]은 처리 속도를 개선하는 방법을

소개한다. AP 신호는 간섭과 반사 등의 영향을 받음으로 정

확도가 비교적 낮다는 단점이 있다. 그래서 신호 세기가 아닌

신호가 전송되는데 걸리는 시간으로 거리를 구하는 방법이

[9]에 소개되어 있다.

[9]는 AP 신호가 도착하는데 걸리는 시간(TOA)을 이용

하여 거리를 구하는 방법을 소개한다. 이 방법을 이용하려면

정확도가 높은 시계가 장착되어야 하고 물리계층에 가까운 계

층의 통신을 해야 한다.

2. 의사결정트리 방법

아래 [표 1]과 같은 Training Data를 이산화한 Table이

있다고 가정하고 이 테이블을 Root로 하여 의사결정트리를

생성하는 과정은 다음과 같다.

다섯 개의 AP 중, Gain이 가장큰 를 현재노드의레

이블로하고, 의도메인이 interval1, …, intervali 라면,

이에속하는각 intervalk에대하여 intervalk를레이블로하는

가지를만들고이가지에 의값이 intervalk 인모든행으

로 구성된 테이블에서  열을 삭제하여 작성한 테이블을

자식노드로 생성한다.

[표 1]에서  요소에 대한 Gain은 식 1처럼 테이블의

Information(정보이득)에서 의 Entropy를 뺀 값이다.

AP1 AP2 AP3 AP4 AP5 Class

interval1 interval2 interval2 interval3 interval1 지점1

interval1 interval1 interval2 interval2 interval3 지점1

interval2 interval3 interval1 interval3 interval1 지점1

interval3 interval3 interval2 interval2 interval2 지점2

interval2 interval3 interval1 interval2 interval2 지점2

interval1 interval2 interval3 interval1 interval1 지점2

interval1 interval1 interval1 interval3 interval1 지점3

interval2 interval2 interval2 interval2 interval3 지점3

interval3 interval1 interval1 interval3 interval3 지점3

표 1. Training Data를이산화한 Table 예

    ⋯  ······ [식 1]

여기서  ⋯ 는 테이블을 분류하는데 필요한

정보의 양으로써, 부터 까지의 Class에 대하여 는 번

째 Class에 속하는 샘플의 개수를 뜻한다.  는 번째 Class

가 나올 확률이라고 하면 Information은 [식 2]처럼 된다.

(  


)

 ⋯  
  



log  ················ [식 2]

그리고 는 현재 테이블을 를 기준으로 분

류하였을 때, 분류 결과를 분류하는데 필요한 정보의 양으로

[식 3]으로 구한다. 여기서 는 선택된 의 동일한 속성

들을 의미한다.

  
 





 ⋯ 
   ⋯  ··· [식 3]

생성된 각각의 자식 테이블들은 다시 위에 설명한 방법과

동일하게 자식 테이블을 생성한다. 더 이상 자식 테이블을 생

성할 수 없거나, 자식 테이블을 구성하는 모든 샘플이 동일한

Class에 속하면 현재 테이블은 의사결정트리의 단말노드에

해당한다. [그림 1]은 [표 1]에 대해 의사결정트리를 생성 한

예이다.

그림 1. [표 1]에대한의사결정트리

Ⅲ. 옥내 측위 프로그램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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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gorithm Locate(NODE node,
APListType apList)

//의사결정트리를 이용하여 판정된 위치를 반환
사전조건 : node는 의사결정트리이다. apList에는
실시간 단계 시 측정된 AP들의 MacAddress와

신호 세기가 저장되어 있다.
사후조건 : 판정된 현재 위치를 반환한다.

1. loop(i=0; i<=apList의 필드 수; i++)
1.1 if(node.label 이 MacAddress일 경우)

1.1.1 rssi = apList에서 node.label에
해당하는 신호 세기 저장

1.1.2 interval = rssi가 속한 interval
구함

1.1.3 node = node.next[interval]
1.2 else if(node.label 이 단일 지점일 경우)

1.2.1 return (node.label)

표 3. 현재위치를판정하는알고리즘

algorithm CreatDecisionTree(int[][]
localTable,

MacListType localMacList)
사전조건: localTable은 ROOT 테이블, 또는 부모
테이블이다. localMacList는 localTable의 AP
필드 명(MacAddress)이 저장되어 있다.

사후조건: subTable, subMacList 생성하여
재귀호출.
트리의 단말노드에 도달하기까지 노드를 구하여

반환한다.

1. 새로운 노드(node) 생성
2. if(localTable의 레코드 수 == 0)

표 2. 의사결정트리를생성하는알고리즘

2.1 node = null
2.2 return (node)

3. else if(localTable의 레코드 수 == 1)
3.1 node.label 에 Class 필드의 값(지점) 저장

3.2 return (node)
4. else if(localTable의 필드 수 == 1)

4.1 node.label 에 필드의 값들을 비율로 저장
4.2 return (node)

5. else if(localTable의 Class 필드의 값들이
동일한 경우)

5.1 node.label 에 Class 필드의 값(지점) 저장
5.2 return (node)

6. end if
7. localTable의 Information을 구함

8. Table의 AP 필드마다 Entropy를 구함
9. Gain 값이 가장 큰 AP 필드를 구함
10. localMacList에서 Line 8에 해당하는
필드명(MacAddress)을 node.label 에 저장
11. localMacList에서 Line 8에 해당하는

필드명이 삭제된 subMacList 생성
12. loop(i=0; i<interval 수; i++)

12.1 subTable 생성 // Gain 값이 가장 큰
AP 필드의 해당 interval 별로 생성
12.2 if(subTable의 레코드 수 == 0)

12.2.1 새로운 노드(terminal) 생성
12.2.2 terminal.label 에 localTable의

Class 필드의 값(지점)들을 비율로 저장
12.2.3 node.next[i] = terminal

12.3 else
12.3.1 node.next[i] = // 재귀호출

CreatDecisionTree(subTable, subMacList)
12.4 end if

13. end loop
14. return (node)

end CreatDesisionTree

본 장에서는 의사결정트리를 이용한 옥내 측위 프로그램의

구현 환경과 프로그램의 구성에 대하여 설명한다.

1. 개발 환경

결정 트리를 이용한 측위 프로그램을 Lab-Top 컴퓨터에

서 구현하였다. 프로그램 개발 도구로는 Microsoft Visual

Studio 2005의 C# 언어를 이용하였다. 실험에 사용된

Lab-Top 컴퓨터에는 무선랜카드(Intel(R) PRO/Wireless

2200BG Network Connection)가 장착되어 있다. 주변에

설치 된 AP들이 SSID, BSSID, RSSI, Network Type 등

의 정보를 브로드캐스트하면, 이 무선랜카드를 통해 정보들을

캐치하여 실험에 필요한 특징 데이터(신호 세기)를 얻을 수

있다. [11]에는 신호 세기를 측정할 수 있는 RSSI 판독 라이

브러리 함수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되어 있고, 본 연구에서는

이 라이브러리 함수를 이용한다.

2. 의사결정트리를 이용한 측위 프로그램

다음 [표 2]는 준비 단계 때 작성한 Training Data를 가

지고 의사결정트리를 생성하는 알고리즘이며, [표 3]은 실시

간 단계에서새로 측정한 신호 세기를 가지고앞서 생성한 의

사결정트리를 참조하여 현재 위치를 판정하는 알고리즘이다.

그리고 [그림 2]는 의사결정트리를 이용한 측위 프로그램

의 이벤트 흐름도이다. 준비 단계 때 Training Data를 작성

하기 위해서는 실제 후보 지점으로 이동한 후 지도정보가 출

력된 Box에서 해당 위치를 클릭하면 된다. 이 경우 [그림 2]

의 이벤트흐름도에 보이는 것처럼현재 위치에서 특징데이터

를 측정하여 Table에 추가하게 된다. 후보 지점별로 측정한

특징 데이터들이 모두 Table에 적재되면 준비 단계는 완료된

것이며, 이 Table이 Training Data가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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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lse
//node.label이 지점에 대한 비율일 경우

1.3.1 return (node.label)
1.4 end if

2. end loop
end Locate

실시간 단계 때 현재 위치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그림 2]의

이벤트 흐름도에 나타낸 것처럼 ‘CreatTree' 버튼을 클릭하

여 의사결정트리를 생성한다. 이 작업은 실시간 단계를 수행

할 때 최초 한번만 수행하면 된다. 이후 'Position'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현재 위치에서 특징 데이터를 측정하고, [표

3]의 의사결정트리를 참조한 위치 판정 알고리즘을 이용함으

로써 현재 위치를 판정하게 된다.

그림 2. 측위프로그램의이벤트흐름도

[그림 3]은 의사결정트리를 이용한 측위 프로그램의 실행

화면이다. 이 측위프로그램은 해당 장소의 지도정보가저장된

DXF 캐드 파일을 읽어서 화면에 출력하고 있으며, 출력 화면

을 확대, 축소 및이동 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 여기서 지도정

보를 반영하는 시스템은 이미 연구한 [12]에 설명되어 있다.

그림 3. 측위프로그램의실행화면

Ⅳ. 실험

본 장에서는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제안하는 방법의 정확

도를 보인다. 제안하는 옥내 측위 방법은 준비 단계 시 후보

지점별로 Lab-Top 컴퓨터가 주변에 설치된 AP에 대하여 특

징 데이터(신호 세기)를 측정하여 Training Data를 수집해

둔다. 실시간 단계에서는 수집된 Training Data를 가지고

[표 2]의 알고리즘에 따라 의사결정트리를 생성한다. 여기서

의사결정트리를 생성하는 작업은 실시간 단계에서 최소 한번

만 수행한다. 이후 후보 지점들 사이의 임의의 지점에서 AP

의 신호 세기를 측정하고, [표 3]의 현재 위치를 판정하는 알

고리즘을 이용하여 의사결정트리로부터 임의의 지점을 판정

하게 된다.

1. 실험 환경

제안하는 측위 프로그램의 정확도를 보이기 위해 [그림 4]

에 보이는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자연과학관 4층에서 실험

을 실시하였다. 여기에는 총 8개의 AP가 ‘★’로 표시된 지점

에 설치되어 있으며, 실제 실험에 사용된 AP는 3층과 5층을

포함하여 실험 지역에서 신호 세기가 측정되는 총 14대를 대

상으로 하였다.

그림 4. 동국대학교경주캠퍼스자연과학관 4층

[그림 5]에 보이는 후보 지점들은 중앙 복도에서 1m 간격

으로 선정하였고, 준비 단계에서 각각의 지점에 대하여 특징

데이터(신호 세기)를 130회씩 측정하여 Training Data를

작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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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실험에적용된후보지점들

2. 실험 결과

자연과학관 4층의 중앙 복도 영역에서 준비 단계 때 후보

지점별로 미리 측정한 Training Data를 가지고 실시간 단계

에서 10개의 interval로 이산화하여 의사결정트리를 생성하

면 [그림 6]과 같은 트리를 얻을 수 있다.

이 의사결정트리를 가지고 실시간 단계 때 [그림 7]처럼

후보 지점들 사이에서 원을 형성하도록 걸어가면서 1초 간격

으로 신호 세기를 측정하여 현재 위치를 판정하는 실험을 한

다. 실험은 [그림 7]의 왼쪽에 보이는 큰 원과 오른쪽에 보이

는 작은 원에 대하여 각각 30회씩 수행하였다.

그림 6. Training Data를이산화한의사결정트리

그림 7. 원을형성하며걸어다닌큰원과작은원지점

[그림 6]은 생성된 의사결정트리를 도식화한 것으로 트리

의 루트에 해당하는 노드를 보면, 이 루트 노드의 label은

AP5에 해당하는 MacAddress가 저장되어 있고 루트 노드가

Linked List 하고 있는 자식 노드들은 10개임을 알 수 있다.

여기서 자식 노드가 10개인 이유는 의사결정트리를 생성할

때 AP5의 신호 세기를 Interval 수(10개) 만큼 그룹으로 구

분하였기 때문이다. 즉, AP5의 신호 세기를 Interval 수만큼

그룹으로 구분하여, 각 그룹별로 자식노드를 생성하게 된다.

그리고 AP9 노드가 가리키고 있는 노드들 중 10번째 그룹에

속하는 노드는 Terminal 노드이다. 즉, 이 Terminal 노드

는 더 이상 자식노드를 생성하지 않으며, Terminal 노드의

label에는 단일 후보 지점의 정보 또는 부모노드가 가질 수

있는 후보 지점들을 비율로 변환한 정보가 저장된다.

실험1 실험2 … 실험30

…

그림 8. 큰원을형성하도록걸어가며실험한결과

실험1 실험2 … 실험30

…

그림 9. 작은원을형성하도록걸어가며실험한결과

[그림 8]은 큰 원을 형성하도록 걸어가면서 위치를 판정한

실험 결과이고, [그림 9]는 작은 원을 형성하도록 걸어가면서

위치를 판정한 실험 결과이다. 각 실험별로 판정 위치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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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차들의 평균을 구하여, 큰 원 실험에 대한 평균 오차와 작

은 원 실험에 대한 평균 오차를 구한 결과큰원일 경우 평균

오차는 1848.41mm이고, 작은 원의 경우 평균 오차는

1399.52mm이었다. 또한 각 실험들에 대하여 이동 패턴을

살펴 볼 수 있었다.

Ⅴ.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옥내 무선근거리통신망 환경에서 Fingerprint

방식으로 의사결정트리를 이용한 옥내 측위 방법을 소개하였고,

이동패턴정보를추출하기위한실험데이터를수집하는방법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Fingerprint 방식에 의사결정트리를 적용한 옥내 측위 방

법을 이용한 실험 데이터 수집을 위해 의사결정트리를 생성하

는 알고리즘과 현재 위치를 판정하는 알고리즘이 적용된 측위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이 프로그램은 지도정보가 저장된

DXF 파일을 읽어서 화면에 출력하게 되는데, 확대, 축소 및

이동 작업도 가능하다. 이 옥내 측위 프로그램은 준비 단계

때 후보 지점별로 AP의 신호 세기라는 특징 데이터를 수집하

여 Training Data를 작성하며, 실시간 단계 때 앞서 작성된

Training Data를 가지고 최초 한번 의사결정트리를 생성한

다. 이후 현재 위치에서새로운 특징 데이터를 측정하여 생성

된 의사결정트리로부터 현재 위치를 판단하게 된다. 실험결과

로 후보 지점들 사이에서큰원을형성하도록 걸어 다니며 측

위 프로그램을 수행할 경우 평균 오차는 1848.41mm가 나왔

고, 작은 원을 형성하도록 걸어 다닐 경우엔 평균 오차는

1399.52mm가 나왔다. 또한, 본 연구에서 수행한 실험들에

서 미리 수집된 실험 데이터를 바탕으로 원을 형성하며 이동

할 때의 이동 패턴들을 살펴볼 수 있었다.

향후에는 이러한 이동 패턴을 정의할 수 있는 연구가 진행

되어야 하며, 실험에 사용된 후보지점의 영역을 자연과학관

전체로 확대하여 실험을 수행하고자 한다. 또한 임의의 위치

에서 판정된 위치를 실제 위치와 근사하도록 보정방법을 연구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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