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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는 무선 랜 기반 위치 추적 시스템을 이용하여 실내에 주차된 자동차 위치에 도달하기까지의 방향과 거리 정보를 제

공할 수 있는 앱 어플리케이션 설계를 제안한다. 기존 WPS 기능에 삼각측량법을 더하여 정확도를 높이고 실내에 주차된 차량

의 위치 관리가 용이하게끔 하는 것을 목적으로 두었다. 이를 위해 WPS와 전파의 세기를 이용한 삼각측량법을 적용하여 설계

한 알고리즘을 제시한다. 프로그램 코드 개선 및 구체화는 해당 알고리즘을 가상 환경에서 구현하였다. 스마트폰의 동기화 센서

를 이용하여 실시간으로 DB 서버를 접속함으로서 시간 차이로 인해 측정된 위치 정확성이 저하되는 문제를 보정하였다. 따라

서 제안한 앱 어플리케이션은 GPS 통신이 불안정한 실내 및 지하에 주차된 자동차의 위치를 사용자가 찾아내는데 효율성을 

제공할 수 있다.

키워드: 위치 기반 서비스(LBS), 삼각 측량법(Trilateration), 무선 랜 기반 위치 추적 시스템(WPS)

I. 서 론

일상생활에서 자동차와 같은 이동수단은 필수적이다. 그러나 자

동차가 지하 혹은 건물 내부에 주차되어 있을 때 사용자가 불필요한 

이동 없이 목적지에 도달하기에는 쉽지 않다.
사용자의 변경되는 위치에 따라 특정 정보를 제공하는 무선 콘텐

츠 서비스를 일컬어 위치 기반 서비스(LBS : Location Based 
Service)라고 한다[10]. 이 위치 기반 서비스는 실내 측위와 실외 

측위로 나뉜다. 실외는 GPS에 의해 비교적 정확한 위치 측정이 

가능하나 실내는 위성과의 통신이 원활하지 않으므로 해당 서비스

를 이용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는 면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건물 내 통신망 연결을 통하여 사용자의 위치를 

제공할 수 있는 무선 랜 기반 위치 추적 시스템(WPS : Wi-Fi 
Positioning System)[1]과 삼각측량법(Trilateration)[3]을 이용하

여 실내 자동차의 위치를 판정하는 알고리즘을 설계하고 스마트폰 

용 앱 어플리케이션을 구현한다. 이 앱 어플리케이션은 사용자가 

주차된 자동차의 위치로 도달하는데 필요한 거리와 방향을 제공할 

수 있다.

II. 관련 연구

그동안 연구되어 온 것 중 하나는 자동차 내부에 장치되어 있는 

블루투스(Bluetooth)를 스마트폰과 연결하고 자동차에 자기 진단 

장치 OBD(On Board Diagnostics)를 장착하는 방법이다[8]. 이는 

자동차의 RPM 및 주행 속도 측정값을 파악하여 대략적인 위치를 

측정하는 방법이다. 그러나 블루투스는 인식 범위가 최대 10m이고 

자동차 시동이 꺼짐과 동시에 종료되므로 주차된 자동차의 위치 

탐색이 용이하지 않다. 또 다른 연구로는 자동차 고유 주파수를 이용

한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Device)가 있다[9]. 자
동차에 태그를 부착하고 어플리케이션에 해당 정보를 받아옴으로서 

원거리에서 자동차를 인식하는 방법이다. 그러나 시장 범위가 협소

하기 때문에 일반 사용자에게 보편화되기에 적절치 않다.
본 논문에서는 이를 보완할 수 있는 WPS와 삼각측량법을 활용하

여 스마트폰 용 앱 어플리케이션을 설계함으로서 주차된 자동차의 

위치와 방향을 측정하는 과정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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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설 계

본 논문에서 개발하고자하는 실내 자동차 위치 판정 앱 어플리케

이션은 사용자가 자동차를 건물 내부에 주차하고 되돌아올 시 원활

히 주차된 위치와 방향을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앱 어플리케이션을 설계하는데 적용된 기술은 WPS와 삼각

측량법이다.

그림 1. WPS 기반 기술 원리

Fig. 1. WPS-based Technology Principle

그림 1은 지하에 적용되는 무선 랜 기반 WPS 원리를 정의했다. 
표 1은 실내 위치에서 접속한 DB 서버로부터 각 층에 위치한 AP의 

RSSI 값과 Mac Address 정보를 나타낸 것이다.
국내에서는 내부 DB 서버를 제공하는 건물이 드물기 때문에 AP 

정보를 임의의 관제 DB 서버에 접속하여 표 1 형태로 수신할 수 

있다고 가정한다. 표 2는 WPS 기술을 이용해 수집한 AP 정보를 

삼각측량법 기반으로 하여 RSSI 순으로 선별한 값이다[1].

표 1. Wi-Fi 신호 강도 분포도

Table 1. Wi-Fi Signal Strength Distribution

표 2. 실내 위치 측정 DB

Table 2. Indoor Positioning Database

[식 1]을 이용하여 각 RSSI를 비교한 후 반지름 값  ,  , 을 

부여한다[5].

      log 


 [식 1] 

        







[식 2]

[식 1]에서 RSSI를 L로 지정하고 은 AP와의 거리를 표현한

다. 상수 c는 빛의 속도를 말하며 약 3.0*108m/s로 일정하다. [식 

1]을 거리 값 을 중심으로 변환할 시 [식 2]를 도출할 수 있다. 

실내 위치 측정 DB 서버에서 수신한 AP의 RSSI를 [식 2]에 대입하

여 각 AP로 부터의 거리 값 을 구해 반지름으로 선언한다. 그림 

2는 각 AP 좌표를 표현하고 세원의 교점에 스마트폰이 있다고 가정

할 때 수신 신호 세기를 반지름으로 나타낸 도형이다[6]. 이때 교점

은 주차된 자동차 위치 Car( ,  ) 혹은 사용자의 위치 User( , 

 )이다.

그림 2. RSSI 기반 AP 좌표 도식화

Fig. 2. RSSI-based AP Coordinates Graph

  

세 AP의 좌표가 (a, b), (c, d), (e, f)이고 교점을 

Car( ,  )라 가정한다. 건물 내부에 주차 후 위치 저장 버튼을 

눌렀을 경우 세 AP의 좌표 값과 [식 2]에서 계산된  값을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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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에 대입하여 자동차의 위치 값 과 을 구한다.

        
                         

                  
     [식 3]

        


마찬가지로 그림 2를 참조하여 위 과정을 반복하고 사용자의 위

치 User( ,  )를 산출한다. 측정된 자동차의 주차 위치와 사용자 

위치를 [식 4]에 대입하고 목적지까지의 거리 S를 계산한다.

     
     

     [식 4]

따라서 산출된 Car와 User의 좌표 값과 두 점을 잇는 직선 방향 

그리고 거리 S 값이 스마트폰의 앱 어플리케이션에 의해 저장되어 

화면에 표시된다. 위 과정을 바탕으로 그림 3, 그림 4 알고리즘을 

설계한다. 그림 3은 앱 어플리케이션 내 저장 버튼을 눌렀을 시 

작동되는 알고리즘으로서 주차된 자동차의 위치가 측정된다. 그림 

4는 탐색 버튼을 눌렀을 시 사용자 위치를 측정하고 주차된 자동차

의 거리와 방향을 제시하는 알고리즘이다.

그림 3. 저장 알고리즘

Fig. 3. Save Algorithm

                           

그림 4. 탐색 알고리즘

Fig. 4. Search Algorithm

Ⅳ. 구 현

본 서비스를 제공하기위한 앱 어플리케이션은   Eclipse version 
1.0(Software Development Kit)을 사용하여 안드로이드 기반으로 

구현한다. 그림 5와 그림 6은 설계한 알고리즘을 토대로 주차된 자동

차와 사용자의 위치를 측정하는 앱 어플리케이션 구현 화면이다.

    그림 5. 메인 화면             그림 6. 기능 화면

   Fig. 5. Head Screen          Fig. 6. Body Screen

   

   
그림 6에서 Save 버튼을 누르면 현재 접속된 DB 서버의 AP 정보를 

받아 자동차 위치를 저장하고 Location에 표시한다. 이후 Search 
버튼을 누를 경우 사용자 위치를 저장하고 Location에 표시한다. 
마지막으로 사용자의 위치에서 주차된 자동차에 도달하기 위한 거리 

값과 방향을 계산하여 제공하게 된다. 또한 무선 랜 접속을 원활하게 

유지하도록 동기화 버튼을 Location에 삽입한다. 사용자는 Location 
하단의 경고 문구를 통해 접속된 Wi-Fi 상태를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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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결  론

본 논문은 WPS 기술과 삼각측량법을 기반으로 실내에 주차된 

자동차 및 사용자의 위치를 판정하고, 사용자가 주차된 자동차에 

도달하는데 필요한 거리와 방향을 제공하는 방법을 제안하는 알고

리즘을 설계했다. 설계된 앱 어플리케이션은 실생활에 밀접한 자동

차의 실내 위치 추적 방안을 제안함으로서 스마트폰을 활용하는 

사용자의 편리성을 증진시킬 것이라 예측한다.
향후 과제로는 본 논문의 연구와 설계를 바탕으로 가상 실험을 

시도하여 사용자에게 실내 및 지하에 위치하는 자동차의 주차 위치 

서비스를 제공하는 앱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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