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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무선 인터넷 기술의 발달과 보급으로 인해 실생활에서도 쉽게 무선 네트워크를 이용한 통신을 할 

수 있게 되었다. 무선 네트워크를 이용한 통신을 위해선 통신 망을 유지해 주는 AP(Access Point)가 필

수적이다. 이러한 AP를 활용한 AP의 신호 세기를 이용하는 실내 위치 측위 기술은 위치 기반 서비스의 

발달과 함께 주목 받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실내 위치 측위에 많이 사용되는 삼각측량법을 개선하기 위해 다수의 무선 네트워크 인

터페이스를 사용한다. 최근에는 하나의 디바이스에 여러 개의 무선 인터페이스가 장착되는 것이 보편화 

되었는데 이러한 여러 개의 인터페이스를 활용하여 실내 위치 측위 값을 보정하였다. 실험 결과, 2개의 

모듈을 사용할 때의 결과가 1개의 모듈을 사용했을 때 보다 평균 4.9% 좋은 성능을 보였다.  

 

1. 서  론 

 최근 무선 인터넷의 빠른 보급과 응용 분야의 

다양화로 모바일 환경에서의 연구가 활발해지고 있다. 

특히 무선 신호 세기를 이용한 실내 측위 기술은 

GPS를 사용할 수 없는 상황에서 위치 기반 

서비스(LBS)를 위해 중요한 기술로서 고도화하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1]. 

 본 논문에서는 실내에서 사용자의 위치를 계산하기 

위해 Access Point(AP)에 송출되는 무선 신호의 세기로 

삼각측량법을 이용하였다. 삼각 측량법은 어떠한 위치를 

측정하기 위하여 두 개의 정점의 좌표와 위치로부터 두 

정점 사이의 거리를 이용하여 현재 좌표를 측위하는 

기술로서, 배와 해변 사이의 거리를 재는 데 활용되었다. 

최근에는 무선 신호 세기를 이용하여 실내외 위치 

측정하는 데에도 널리 이용되고 있다. 하지만 무선 

환경에서의 위치 예측은 두 개의 정점에 해당하는 

AP들과의 신호세기를 실제 거리로 변환시켜야 하기 

때문에 많은 오차가 발생한다[1][2]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두 

개의 무선 인터페이스를 활용하여 실내에서 보다 

정확한 위치를 계산하는 방식을 제안한다. 실험 결과 두 

개의 인터페이스를 사용하는 것이 단일 인터페이스를 

사용하는 것보다 평균 약 4.9%의 성능 향상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기존의 

AP를 이용한 위치 측위 기술에 대하여 알아보고, 

3장에서는 제안하는 위치 측위 기술에 대하여 논의한다. 

4장에서는 실제코드에 대하여 알아보고, 5장에서 제안된 

위치 측위 기술을 실험을 통하여 검증하고, 6장에서 

결론을 맺는다. 

 

2. 관련 연구 

 2.1 AP를 이용한 위치 측위 기술 

 기존의 AP 기반 위치 측위 방식 중 대표적인 것은 

SKYHOOK의 XPS 시스템을 들 수 있다.[3] XPS 

시스템은 WiFi 기반 위치 측위 방식, GPS 방식, Cell 

Tower 방식을 모두 종합하여 위치를 측위하는 

시스템이다. XPS 시스템은 AP가 많은 도시지역에선 

WiFi 기반 위치 측위 방식으로, AP 가 드물지만 GPS 

신호의 수신이 양호한 지역에선 GPS 방식으로, WiFi 및 

GPS 방식 모두 활용이 불가능 할 때에는 Cell Tower 

방식을 사용한다.  

그러나 XPS 시스템은 클라이언트의 위치를 계산하여 

알려주는 서버인 모바일 위치 서버가 필요하다. 이 

서버는 미리 측위된 AP들의 위치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갖고 있고 이에 기반하여 사용자의 

위치를 계산해 클라이언트에게 제공한다. 

 또 다른 방식으로는 Spotigo의 HyPS 시스템이 있는데, 

WiFi, cellular ID, GPS 방식을 혼용한다. HyPS 

시스템은 수신된 WiFi 신호 패턴을 활용하여 위치 

측위를 한다[4]. 이는 GPS 측위 방식의 단점인 고층 

건물에서의 신호 반사로 인한 측위 오류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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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으로 개발되었다. 

 

 2.2 삼각측량법 

 

[그림 1] 삼각측량법 

 

 [그림 1]은 삼각측량법의 예를 보여준다. 두 개의 

정점 A, B는 미리 좌표를 알고 있는 지점이다. 무선 

인터페이스를 이용할 경우, 신호 세기 대비 거리가 

정확하다고 가정하고, P에서 수신되는 신호 세기를 

거리로 환산하고, 이를 이용하여 A와의 P의 거리인 D1, 

B와의 거리인 D2를 계산한다. 이때 미지의 지점 P는 

A를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이 D1인 원과 B를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이 D2인 원의 교차점이 된다. 하지만 신호 

대비 거리의 값이 불규칙하므로 P의 위치를 정확하게 

계산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3. AP를 이용한 위치 측위 시스템 

 앞서 제시한 SKYHOOK의 XPS 시스템이나 Spotigo의 

HyPS 시스템은 위치 측위 시 단일 인터페이스를 

이용하기 때문에 이를 보정하기 위하여 GPS와 AP를 

DB화 하여 예측하는 모델이 필요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두 개 이상의 네트워크 인터페이스를 

이용하여 신호의 오차를 보정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3.1 AP 신호 값의 특성 

[그림 2]는 10m 간격으로 무선 네트워크로부터의 

신호세기를 나타낸 그래프이다. 본 실험에 쓰인 3개의 

AP들의 경우 그 신호 특성들이 비슷하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를 이용하여 거리에 따른 

신호세기의 1차 함수를 생성하여 삼각 측량에 

이용하였다. 

 

 

[그림 2] 거리에 따른 신호 세기 

 

3.2 다중 인터페이스를 이용한 AP 신호 값 오차의 

보정 

  최근 무선 단말기의 경우 여러 개의 무선 

인터페이스가 탑재되는 것이 기본이다. 대표적으로 

WiFi와 블루투스 모듈이다. 우리는 이러한 다중 

인터페이스를 이용하여 위치를 보정하고자 한다. 무선 

인터페이스의 신호는 2.4Ghz 대의 전파로, 신호간 

간섭이 일어날 확률이 크고, 공기 중의 습도 등의 

변수에 대해서도 매우 민감한 성질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안정적인 신호 값을 지속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문제로 인해 발생하는 오차를 줄이기 위하여 본 

실험에서는 두 개의 인터페이스를 활용하여 최근 

10개의 신호 세기를 리스트로 관리하여 중간의 4개의 

값을 평균을 내어 활용하였다. 10개의 신호 리스트에는 

여러 개의 인터페이스가 측정한 신호 세기 값들이 

정렬되어 들어간다. 이는 리스트의 크기를 증가하고 

평균을 얻기 위한 값들의 개수를 증가하면, 두 개의 

인터페이스의 경우뿐만 아니라 더 많은 숫자의 

인터페이스에도 적용 가능 하다. 

 

4. 구현 코드 

 4.1 AP 신호 세기 검색 

본 실험에서는 AP의 신호 검색을 위해 ManagedWifi 

라이브러리를 이용하였다. 이 라이브러리[5]는 공개된 

것이며 무선 랜 카드 인터페이스 별로 신호세기를 

얻어오는 함수를 지원한다. [그림 3]은 SSID가 

AP1로부터 신호세기를 획득하는 코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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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무선 세기를 획득하는 코드 

 

위 코드의 wc.interfaces[0]은 무선 랜 모듈의 첫번째 

인테페이스를 의미한다. 무선 랜 모듈이 갖고 있는 주변 

AP 리스트는 GetNetworkBssList() 함수로 불러 올 수 

있다. AP 신호 세기 관리를 위해 해당 AP의 신호 

세기인 list[i].rssi를 원형 큐인 CQ을 만들어 

관리하였다. 

 

4.3 신호 값에 기반한 거리 산출 

신호의 세기는 사용자와 AP간의 거리가 멀어짐에 따

라 약해지므로, 3.2절의 오차 보정 과정에서 얻은 신호 

세기로 특정 AP로부터 사용자가 얼마만큼의 거리에 위

치하고 있는지를 계산한다. 즉, 신호의 세기를 거리로 

환산하고자 함이다. 신호세기를 거리로 환산하는 코드는 

아래와 같다. 

 

 
[그림 4] AP신호를 거리로 환산하는 코드 

 

AP의 신호는 음수 값으로 입력되므로, 편의상 부호를 +

로 바꾼 후에 계산한다. 또, 위 코드의 식 (dec-

24)*1200/16 은 거리에 따른 신호 값을 측정하여 얻은 

신호 대 거리의 관계식이다. 다양한 실험을 통하여 신호 

세기 값인 decibel에서 24를 빼서 1차로 보정을 한 후

에, 2차로 그 결과 값에 1200/16을 곱한다. 2차 보정의 

비례식은 충분한 실험을 거처서 12m 당 16dB 만큼 약

해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렇게 변환된 거리 값들을 

가지고 삼각측량법을 이용해 사용자의 위치를 측정한다.  

 

 3.4 삼각 측량 

 [그림 5]는 측정된 AP와 사용자의 거리를 기반으로 삼

각 측량 함수를 이용하여 사용자의 위치를 예측하는 삼

각 측량 함수의 코드이다. 

 
[그림 5] 삼각 측량 코드 

 

위의 코드에서 d1, d2, d3은 RealDistance() 함수로부터 

얻은 각 AP와 사용자 간의 거리이다. 이 거리 값은 화

면상의 좌표로 변환되어 있다. (0,0), (0,300), (300,300)

은 3개 AP의 각각의 화면상의 위치 좌표이다. 이를 이

용하여 각 AP의 위치를 중심으로 하는 원의 교차점을 

구하여 평균을 내면 사용자의 x-좌표 및 y-좌표 값을 

수할 수 있다. 

 

4. 실험 환경 및 실험 

 본 실험을 위해서 노트북에 무선 랜을 추가로 하나 더 

장착하여 이용하였다. 사용된 무선 랜 모듈은 Intel 

3945ABG과 ipTime N300CA이다. 각 모듈은 [표 1]와 

같은 사양을 가지고 있다. 

 

[표 1] 사용된 무선 랜 모듈 사양 

 3945ABG N300CA 

인터페이스
Mini – PCI 

express 

PCMCIA 

Cardbus 

통신 방식 802.11a/b/g 802.11a/b/g/n 

칩셋 
Intel 

Pro/Wireless 

3945ABG 

Ralink RT2860T

 

 실험에 사용된 무선 AP는 3개이며 Cisco Linksys 

WRT-54G 2개와 Asus WL-566gM 1개로 실험하였다. 

각 AP의 사양은 [표 2]와 같은 사양을 가지고 있다. 

 

[표 2] 무선 AP사양 

 WRT-54G WL-566gM 

통신 방식 802.11a/b/g 802.11b/g 

안테나 수 2 3 

 

실험은 12m x 12m의 공간에서 이루어졌으며 1차로 

double RealDistance(int decibel) { 

double dec = decibel * (-1); 

return (dec-24)*1200/16; } 

Wlan.WlanBssEntry[] list = 

wc.Interfaces[0].GetNetworkBssList(); 

for (int i = 0; i < list.Length; i++){ 

if (Encoding.ASCII.GetString 

(list[i].dot11Ssid.SSID).Contains("AP1"))       

{ CQ[rear1] = list[i].rssi; 

rear = (rear1 + 1) % 10;} 

} 

} 

void triangluation(){ 

double d1 = RealDistance(); 

double d2 = RealDistance(); 

double d3 = RealDistance(); 

Circle c1 = new Circle(0,0,d1); 

Circle c2 = new Circle(0,300,d2); 

Circle c3 = new Circle(300,300,d3); 

Point p1 = intersectC(c1,c2); 

Point p2 = intersectC(c2,c3); 

Point p3 = intersectC(c1,c3); 

P = Average(p1,p2,p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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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45ABG 단일 모듈로, 2차로 N300CA 단일 모듈로, 끝

으로 두 모듈 모두를 사용하여 실험영역 중앙에서 위치 

측정하였다. 본 실험은 각 모듈 별로 3,000번의 위치 

측위를 통하여 측정된 좌표와 실제 좌표간의 오차의 평

균을 구하였다. [그림 6]은 실험 결과를 막대그래프로 

표현 한 것이다. 

본 실험은 AP로부터 노트북이나 넷북에 수신된 신호 

세기를 이용한 사용자의 위치 측위이므로 칩셋의 에너

지 소비 효율을 고려하지 않았다. 추후 모바일 디바이스

에 대한 실험에서는 칩셋의 에너지 소비 효율을 고려할 

예정이다. 

 

 
[그림 6] 실험 결과 

 

실험 결과 1개의 인터페이스만을 사용 할 때 보다 2

개의 인터페이스를 사용할 때 오차가 줄어든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제안하는 방식이 3945ABG만을 이용한 

경우보다는 0.7%, N300CA 보다는 8.7% 성능 향상이 

있었으며 두 개의 평균 값 보다는 4.9%의 성능 향상이 

있었다.  

 

5. 결론 

본 논문에서는 삼각 측량을 이용한 실내 위치 측위의 

고도화를 이용하여 두 개 이상의 인터페이스를 이용하는 

방식을 제안하였다. 실험결과 두 개의 인터페이스를 사용할 

경우 하나의 인터페이스를 사용하는 경우보다 평균 4.9% 

성능 향상이 있었다. 향후 동일한 종류의 인터페이스가 아닌 

다른 종류의 무선 인터페이스를 이용하여 연구를 진행 해 

보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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