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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은 실내에서 사용자의 치를 측 하기 해 건물 실내에 설치되어 있는 Wireless 
AP(Access Point)에서 발신되는 RSSI(Received signal strength indication)를 수집한 후 Friis 공식을 통해 

거리로 변환하여 치를 측 한다. Friis 공식을 용하는 과정에서 RSSI 신호가 약할수록 거리의 오차

가 매우 심하게 변동되기 때문에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오차를 개선하기 해 신호세기가 강한 2개의 

AP좌표와 RSSI를 이용하여 두 원의 교 을 구하는 방정식과 좌표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방정식을 사

용하는 치측  시스템을 구 하 고, 실험결과 제안한 방법이 기존의 삼각측량법보다 오차가 개선되

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1. 서론

  재 GPS센서를 이용한 LBS(location based service)는 

상당부분 실생활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지만 GPS를 이용

한 치측 의 경우에는 실내에서는 신호세기가 불규칙하

게 감지되기 때문에 정확한 치를 감지해낼 수 없다. 그

래서 IPS(Indoor Positioning Service, 실내 치추  서비

스)가 필요한데, 이 IPS기술은 기존 이동통신망 기반의 

치 기반 서비스(LBS, Location-Based Service)와 동일하

게 사람 혹은 사물의 치를 확인하거나 추 하는 것이지

만, 주로 근거리  실내와 같은 제한된 공간에서의 치

확인  치추  서비스를 지칭하는데 사용된다[1].

 본 논문에서는, 실내에서 사용자의 재 치를 측 하기 

해 실내에 설치된 AP(Access Point)의 RSSI를 이용하

여 사용자가 재 치하고 있는 곳의 (x,y) 좌표를 측  

하는 것이다. 각 Wireless AP(Access Point)의 (x,y) 좌표

는 건물 설계도를 이용하여 m 단 의 (x,y) 좌표를 입

하고 실내에 설치된 Wireless AP(Access Point)의 Mac 

Address를 서버 DB에 장한다. 안드로이드폰의 Wi-Fi를 

이용하여 서버에 등록된 AP의 Mac Address 에서 재

치에서 신호세기가 가장 강한 3곳의 AP의 

RSSI(Received signal strength indication)를 수신하고 

Friis 공식을 이용해 거리로 환산한 후, 각 AP의 (x,y)좌

표와 Friis 공식을 통해 생성된 거리를 통해 삼각측량법을 

사용하여 치를 측정하게 된다. 하지만 기존의 삼각측량

법은 세 곳의 AP의 RSSI를 동시에 수집하기 때문에, 어

느 한곳의 AP의 RSSI가 노이즈로 인해 잘 못 측정되었을 

때 삼각측량법을 통해 생성된 (x,y) 좌표는 실제 사용자가 

치한 (x,y) 좌표와 오차가 심하게 벌어지게 된다. 그래

서 본 논문에서는 RSSI 의존도를 낮춘 치측  방법을 

제안한다. 각 AP는 m 단 의 (x,y)좌표로 서버에 등록하

고 측정된 RSSI  가장 강한 2곳의 AP의 거리를 Friis 

공식을 통해 거리로 환산한다. 사용자와 AP와의  길이와 

선정된 2곳의 AP 좌표를 알고 있기 때문에 사용자의 

재 (x,y)좌표를 구할 수 있다. 하지만 (x,y)좌표값이 2개가 

생성되기 때문에, 3번째로 강한 RSSI를 가지고 있는 AP

를 선정하여 AP좌표값과 가까운 치에 있는 (x,y) 좌표

를 사용자의  치로 결정하게 된다. 그리고 RSSI를 측

정하는 과정에서 생성되는 잡음을 걸러내기 해 Kalman 

Filter를 용하 다.

2. 본론

 본 논문에서는 안드로이드 폰을 이용하여 Wireless 

AP(Access Point)에서 발신되는 RSSI를 이용하여 치측

를 한다.

 각 AP의 Mac 주소는 안드로이드폰을 이용하여 직  수

신해서 서버DB에 장하 고, 각 AP의 (x,y)좌표는 건물

의 설계도면을 이용하여 AP가 설치된 치를 m 단 의 

(x,y) 좌표로 계산하여 서버DB에 장한다.

(그림 1) 목포 학교 외 력  4층 평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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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은 목포 학교 외 력  4층의 평면도로써, 실험

에 사용할 3곳의 AP를 정확히 표시해놓은 것이다. 각각의 

AP의 Mac Address와 좌표를 서버 DB에 장하면 치

측 를 할 수 있는 환경이 구축된다.

안드로이드폰을 이용하여 AP에서 발신되는 RSSI 신호를 

수신한 후, 수신된 신호가 가장 강한 3곳의 AP의 Mac주

소를 서버 DB에 장된 AP의 Mac주소와 비교를 한다. 

만약 수신되는 각 AP의 Mac 주소가 같다면 수신된 신호

를 Friis 공식에 입하여 거리로 환산한다. Friis 공식의 

입은 다음과 같다.

   

∙






∙ 




            (1)

수신 신호 세기를 이용하는 경우 이동 개체로부터 기  

사이의 거리는 식 (1)의 Friis 공식을 통하여 수신된 RSSI

값을 거리로 환산할 수 있다.

여기서, c는 속도이며, f는 주 수, L은 이동개체가 송

신한 신호의 송 손실(RSSI)이다[2].

(그림 2) Friis 공식을 용한 RSSI와 거리의 계]

그림 2는 RSSI를 Friis 공식에 용한 거리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 2]에서 보여지는것과 같이 RSSI가 강할때는 

거리로 환산 을 때 비교  정확하게 거리를 계산하지만 

RSSI가 약할때는 한번에 수십미터까지 거리가 변하게 된

다. 이러한 각 AP의 거리를 삼각측량법에 용하여 치

를 측 하게 되면 엄청난 오차의 (x, y)좌표를 얻게 된다

[3]. 본 논문에서는 RSSI 의존도를 이기 해 2개의 

RSSI를 이용하는 치측  방법을 제시한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방법은, Friis 공식을 통해 환산된 

거리와 각 AP 간의 거리는 그림 3의 과정을 통해 사용자

의 재 치를 측 하는 것이다.

(그림 3) 제안하는 치측  방법

각 AP의 좌표는 (x1, y1), (x2, y2), (x3, y3) 이고, 재 

치는 (x, y) 좌표는 제안하는 치측  방법을 통해 구

할 것이다. 재 사용자의 치에서 RSSI 값이 가장 강한 

2곳의 AP를 선정한다. RSSI 값이 가장 강한 2곳의 AP 

각각의 좌표값과 Friis 공식을 통해 생성된 사용자와 AP

간의 거리 b, c를 모두 알기 때문에 두 원 사이의 교 을 

구하는 공식 (2)의 연립방정식을 이용하여 사용자의 재 

치인 (x, y) 좌표를 계산할 수 있다. 


    

    



    

    


    

    

              (2)

하지만 식 (2)의 연립방정식을 통해 좌표값을 구하면 [그

림 2]의 3번째 그림에서 보는 것과 같이 임의의 좌표 (x, 

y)와 (m, n) 두개의 좌표가 생성된다. 두 개의 AP 좌표를 

이용하면 사용자의 정확한 치를 측 할 수 없다. 그래서 

3번째로 강한 RSSI값을 지닌 AP 좌표값 (x3, y3)를 이용

한다. 사용자의 재 치 좌표 후보인 (x, y)와 (m, n)와 

(x3, y3)좌표 사이의 거리는 식(3)의 두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공식을 이용한다.

                      (3)
식 (3)을 이용하여 생성된 거리를 통해 사용자의 좌표 후

보 에서 (x3, y3)와 가까운 좌표값을 최종 좌표로 선정

하게 된다. [그림 4]는 삼각측량법과 본 논문에서 제안한 

치측  방법을 용하여 생성된 (x, y)좌표를 평면상의 

좌표에 나타낸 것이다.

(그림 4) 생성된 (x, y)좌표 비교

기존에 사용되는 삼각측량법의 경우 한 에 수렴되지 못

하고 발산되는 반면에 제안한 치측  방법은 (x, y)좌표

가 한 에 수렴되는 것을 [그림 4]를 통해 확인할 수 있

다. 그리고 RSSI 측정  생성되는 노이즈값을 감소시키

기 하여 Kalman Filter를 용하 다. Kalman Filter는 

하나의 시스템이 시간에 따른 변화를 하게 측할 수 

있도록 잡음(noise)으로부터 신호 (signal)를 찾아내기 

해 사용되는데 RSSI의 잡음을 제거하는데 매우 효율 인 

필터이다[4].

      
    
∼
∼

            (4)

식 (4)는 칼만필터의 기본식이다. 여기서 x_k는 k시간에서

의 시스템의 상태를 나타내는 벡터이다. 이 값은 직 으

로 측정할 수 없다. 다만 측정 잡음(v_k, measurement 

noise)이 포함된 z_k 값(센서에서 읽어들인 값)으로 측정

된다. 한편, 칼만필터를 용하기 해서는 용하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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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의 모델이 필요하며 이 모델의 정확도가 요하다. 이런 

모델의 부정확도를 process noise (w_k) 라 한다. 이 

process와 measurement noise가 평균이 0인 가우시안 분

포를 이루며 이때의 covariance가 각각 Q와 R인 정규분포

를 띤다고 가정하면, 노이즈는 Q와 R을 통해서 표 된다.

(그림 5) 칼만필터 용 과 후의 x, y 값 비교

칼만필터를 용하지 않은 값과 비교해 보았을 때 편차가 

매우 안정 임을 [그림 5]를 통해 알 수 있다.

3. 결론

 본 논문에서는, 사용자의 치에서 신호세기가 강한 2개

의 RSSI와 AP 좌표를 이용하여 원의 교 을 구하는 방정

식과 좌표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방정식을 사용하는 치

측  시스템을 제안하 다. 기존의 치측 시 사용되는 

방법인 삼각측량법에서는 사용자의 치에서 RSSI가 가

장 강한 3곳의 AP를 선정하여 RSSI를 Friis 공식을 통해 

거리로 변환하는 과정에서 생성되는 오차 때문에 RSSI를 

많이 참조할수록 치측  오차는 커지게 된다. 그래서 실

내 치측 시 RSSI 의존도를 낮추기 해 3번째로 신호

세기가 강한 AP의 좌표만을 참조하고, 강한 2곳의 AP좌

표와 RSSI를 사용하기 때문에 삼각측량법보다 치측

시 생성되는 (x, y)좌표의 오차를 최소화 할 수 있었다. 

가장 강한 2곳의 AP의 RSSI도 노이즈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Kalman Filter를 통과시켜 노이즈를 감소시켜 

치를 보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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