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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도시철도는 지상과 지하 구간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특히 수도권 심부는 부분이 지하 역사  터 로 

구축되어 있다. 지하 구간은 지상과 달리 GPS 수신이 불가능하여 치 측정이 힘들기 때문에 실내 측  기술 

용이 필요하다. 이를 하여 본 연구에서는 Wi-Fi 기반과 이동통신 기지국 기반의 측  기술에 하여 분석

하 다. 특히 도시철도 지하구간에는 핸드폰 통신을 한 이동통신 기지국 정보를 활용한 기술을 연구하 으

며, 핵심 인 기술로 터  구간에서의 Hand-off 지  간 변화되는 기지국 ID정보를 측  기술에 용하는 방

안을 연구하 다.

ABSTRACT

Urban railway can be divided into ground and underground sections. In particular, the center of the metropolitan has been built 

mostly underground stations and tunnels. Underground section is difficult to measure the position because GPS signal is unavailable, so 

it is necessary to apply the indoor positioning technology. For this purpose, we analyzed the positioning technologies which are based 

on Wi-Fi and mobile base stations. The positing technology for smart phone which uses mobile base station’ information is developed 

in the underground area of urban railway where the core technique is to implement base station ID into the positing technology by 

considering hand-off po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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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974년 지하철 1호선의 개통을 시작으로 1980년

에 1기 지하철(1∼4호선, 재 총 연장 137.9km)이 신

설했고, 1990년 에 2기 지하철(5∼8호선, 재 총 연

장 162.2km)이 신설되어 서울시 도시철도망을 강화하

고 있다. 특히 수도권은 재 도시철도 1∼9호선, 총 

연장 327.1km를 구축하여 운  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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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isi
on

Positioning 
method and 
accuracy

Pros and Cons

Wi-
Fi

Triangulation, 
Fingerprinting

2-3m

- The technology used by universal
- Wi-Fi based positioning receiver using 
the installed terminal and AP

- Require advance information on indoor 
positioning infrastructure

BLE
Fingerprinting, 
Triangulation, 
Proximity 1-2m

- Use a bluetooth module installed in the 
mobile terminal

- Low cost of H/W infra
- Need to build infrastructure

UWB
Triangulation 
(TDOA/AOA)

< 15cm

- High positioning accuracy using Impulse
- The permeability of the wall is good
- Strength in the environment Multipath
- The positioning range is narrow 
because it is being used as the 10m 
level of short-range communication

- Build the infrastructure needed for 
indoor positioning

LED
Proximity
> 10m 

(room-level)

- Easily replace your existing 
infrastructure(Replace the existing 
fluorescent lamps with LED).

- No needs the A separate power supply 
- Commercial solutions exist 
- Need to build infrastructure

재 교통 정보를 제공하는 다양한 모바일 애

리 이션이 개발되어 이용자들에게 국 지하철 정

보  경로 안내, 도착 알람 등을 제공하고 있다. 특

히, 민간 기업에서는 설정된 목 지 주변 도착 시 하

차 알림을 제공하는 무선 Wi-Fi 기반의 지하철 알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는 역사 진입 시 이용자의 

치 측  기술로 이동 인 열차에서의 치를 측정

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도시철도 이용자에 한 

치 측 는 역사 편의성  경로 정보 제공을 한 기

반 기술로 국내에서는 역사 내를 심으로만 기술 연

구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Wi-Fi 측  기술의 한계를 극복하

고, 열차 이동 시 이용자의 치를 악할 수 있는 이

동통신 기지국 기반의 치 측  기술을 연구하 다. 

이를 하여  Wi-Fi 기반 역사 도착 시 치 측 와 

이동통신 기지국 기반 열차 구간 이동 시 치 측  

기술을 분석하 다. 한 테스트 역사  구간에 한 

데이터 수집, Filtering, 데이터 매칭 기술을 용하고 

이를 기반으로 조사 어 리 이션을 구 하여 장 

테스트를 진행하 다. 이러한 도시철도 지하 역사  

구간에 한 치 측  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도

시철도 이용자의 경로 안내 D2D(: Door to Door) 

Transit Service 방안을 제시하 다. 

Ⅱ. 련 기술 검토

2.1 실내 측  기술

Wi-Fi 측  기술은 Wi-Fi AP(: Access Point)에

서 방사된 신호의 라미터를 단말기에서 수신하여 

단말과 시스템간의 치측  결정기술을 사용, 이용자

의 치를 계산하여 제공해주는 기술이다[1]. 이에 해

당 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재 국내에서는 백화   실내 공간 내에서 치정보 

서비스가 상용되어 서비스 되고 있다[2]. 

한, 이동통신 기지국 기반의 RF 데이터를 활용

한 연구도 지속 으로 진행되고 있다. 스마트폰을 활

용하여 자 거 기능을 제어하고 RF통신을 이용한 공

용자 거시스템 개발[3], 선박과 주 상태를 기지국 

기반 모니터링  기록하는 선박 리 시스템[4] 등 다

양한 분야에서 기지국 기반 데이터를 활용하 다. 

실내 측 와 련된 기술시장의 동향은 다음과 같

다. 로벌 실내 치확인 시스템 사업자들은 기술 연

구 심에서 2011년 이후부터 블루투스, UWB 기반

의 측  기술 등을 이용하여, 본격 으로 서비스를 제

공하고 있다. 실내 기술 연구의 측  장비에 한 비

교한 결과는 표 1과 같다[5]. 

한국 자통신연구원(ETRI)은 2010년 10월, Wi-Fi 

AP를 이용하여 실내에서 끊김 없이 치정보를 제공

할 수 있는 ‘Wi-Fi 기반 실내외 치 찾기 기술’을 

개발하 으며, 이 기술은 무선 인터넷용으로 설치된 

Wi-Fi AP의 치를 활용하여 스마트폰 사용자의 

치를 찾는 기술로서, 기존에 설치된 Wi-Fi AP를 이

용하여 단말의 치를 결정하므로 인 라 비용이 거

의 들지 않는 장 이 있으며, 정확도가 열악한 지역에 

하여 Wi-Fi AP를 최소로 설치하여 요구되는 정확

도를 충족할 수 있도록 개발되었다.

KAIST와 한국무역 회, 그리고 KTNET는 2011년 

, Wi-Fi 신호 기반 실내 치 인식 기술과 응용 서

비스 개발  이 기술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한 

무역산학 력 양해 각서를 체결하여 KAIST내에 

치한 산학 공동 연구 센터 설립을 통해 KAIST가 보

유하고 있는 실내 치 인식 기술을 활용해 치 기

반 사업 분야기술을 개발 에 있다. 

표 1. 실내측  장비 비교  분석

Table 1. Comparison and analysis of indoor positioning 
equi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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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도시철도 열차 측  련 기술  서비스

지하철안 지킴이 애 리 이션은 역사  차량에 

Wi-Fi 신호정보(8,333건)와 실시간 열차운행정보(서울

메트로 1~4호선 TTC)를 이용한 Wi-Fi 실내측 기술

로 고객민원  신고를 리한다[6]. 지하철안 지킴

이 애 리 이션 화면 구성은 그림 1과 같다[7].

  

그림 1. 지하철안 지킴이 애 리 이션

Fig. 1 Metro safety keeper application

T map 교통 애 리 이션은 교통 경로탐

색  안내를 서비스하고 있으며, 특히 도시철도 지하 

구간에서는 Wi-Fi 기반으로 이용자 하차알림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T map 교통 애 리 이션의 화

면 구성은 그림 2와 같다[8].

그림 2. T map 교통 애 리 이션

Fig. 2 T map application

Smart Subway 애 리 이션 한 Wi-Fi 기반으

로 이용자 하차알림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화면 구

성은 그림 3과 같다[9].

  

그림 3. Smart Subway 애 리 이션

Fig. 3 Smart Subway application

Ⅲ. Wi-Fi 기반 도시철도 역사 측  기술

3.1 Wi-Fi 데이터 수집

Wi-Fi 기반 도시철도 역사 측  기술은 지하철 승

강장  객차별로 설치되어 있는 통신사의 무선 

역 인터넷 서비스를 활용한 기술이다. 이에 ‘Wi-Fi 

Analyzer’ 애 리 이션을 활용하여 지하철 운행 시 

각 상황별 Wi-Fi 데이터의 상태를 분석하 다. 

그림 4의 (A)에 따르면 열차가 승강장에 정차할 

경우 승강장과 열차의 Wi-Fi 신호가 모두 수신되며 

열차가 승강장을 벗어나 지하구간을 이동할 경우(B) 

순수한 열차의 신호만 수집된다. 열차의 Wi-Fi 신호

는 치 측  기술에 활용할 수 없기에 열차가 운행

하지 않을 때의 순수한 승강장의 방향별 Wi-Fi 신호

(C)를 측정한다면, 재의 정 인 치를 악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었다. 지하철 운행 상황별 Wi-Fi 

신호수집 화면은 그림 4와 같다[10].

Platform / train data 
When the train 

stops(A)

Train data when 
moving underground 

section(B)

Platform data when 
getting off the 
platform(C)

그림 4. 지하철 운행상황별 Wi-Fi 수집

Fig. 4  Collected Wi-Fi data by moving the tr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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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기반으로 승강장의 데이터를 1  단 로 수집

하는 애 리 이션을 구 하 다. 공간  범 는 2호

선 본선 구간인 신도림- 등포구청 3개 역사를 상

으로 하 으며, 단말기종별 왕복 2회 시범조사를 실시

하여 역사별 방향별 승강장의 Wi-Fi 데이터를 수집

하 다. 승강장의 Wi-Fi 데이터를 수집하는 애 리

이션 화면은 그림 5와 같다.

그림 5. 승강장 Wi-Fi 수집 애 리 이션 화면

Fig. 5 Applications screen for collecting platform Wi-Fi 
data

3.2 Wi-Fi 데이터 정제

애 리 이션을 통해 수집된 승강장 데이터는 No, 

SSID, MAC, Staion 항목으로 구분된다. SSID는 수

집된 공유기의 무선 네트워크 이름을 지칭하고, MAC

은 공유기의 고유 번호다. 이는 역사별 통신사별로 모

두 상이한 값으로 승강장의 치를 별할 수 있는 

키 값이다. 조사를 통해 수집된 승강장 데이터 분석 

결과, 두 역사에 모두 복되는 MAC Address 값은 

없다. 한 역사 내에 복 측정된 데이터  통신사의 

SSID가 아닌 개인 라우터의 값들에 한 필터링을 

실시하 다. 

표 2는 시범조사 구간에 한 데이터 정제 결과를 

나타낸다. 방향별 회차별 수집된 데이터의 정제결과 2

호선 본선 신도림역 승강장의 경우 160개, 문래역 127

개, 등포구청역 101개의 데이터가 수집되었다.

표 2. 시범구간 데이터 정제결과

Table 2. Data cleansing results on test segment

Station Direction Sequence
The number of 

data

Sindorim

Internal
1 Time 153

2 Time 150

External
1 Time 136

2 Time 130

Total After 
deduplication

160

Mullae

Internal
1 Time 124

2 Time 110

External
1 Time 109

2 Time 109

Total After 
deduplication 127

Yeongdeungpo-g
u office

Internal
1 Time 84

2 Time 93

External
1 Time 80

2 Time 81

Total After 
deduplication 101

3.3 도시철도 역사 장 테스트

 정제된 데이터를 도시철도 역사 장에 용하기 

하여 노선도를 기반으로 한 검증용 애 리 이션을 

구 하 다. 이를 활용하여 시범조사 구간을 왕복하며 

객차 내에서 지속 인 Wi-Fi 신호를 수집하여 정제

된 데이터와의 매칭을 실시하 다. 2개의 단말기로 왕

복 3회의 테스트를 실시한 1차 검증결과, 매칭확률은 

50% 수 이었다. 이는 검증용 애 리 이션에서 

Wi-Fi 데이터를 수집하는 갱신주기가 늦어 해당 데

이터 갱신로직을 보완하여 2차 검증을 실시하 다. 

2차 검증 결과 90% 수 으로 객차 내에서 재 나의 

역사 치를 인지하 다. 그림 6은 객차 내에서 검증용 

애 리 이션을 통한 역사 치를 안내하는 화면이다.

 

그림 6. 검증용 애 리 이션 구

Fig. 6 Applications for verification on Wi-Fi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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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기지국 기반 도시철도 이동구간 측  기술

4.1 이동통신 기지국 개념

이동통신 기지국 서비스는 커버리지, 셀, 네트워크

와의 연결로 구성된다. 커버리지는 하나의 기지국이 

단말기와 정보를 송수신할 수 있는 범 를 뜻하며, 셀

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할당된 범 다. 기지국들은 

서로 인 하여 있어서 서비스 제공 지역 체를 덮어 

사용자가 하나의 셀에서 다른 셀로 이동하더라도 지

속 으로 신호를 감지할 수 있다. 섹터는 셀을 둘 

는 셋으로 분할하여 각 섹터에 해 별도로 송수신 

신호를 처리하는 기술을 의미한다. 이동통신 기지국의 

개념은 그림 7과 같다. 

  

그림 7. 이동통신 기지국 개념

Fig. 7  Mobile communication base station concept

Hand-Off는 이동통신 사용자가 이동할 경우 서비

스를 하여 기지국을 변경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동

통신 사용자의 이동시 Hand-Off에 한 개념은 그림 

8과 같다.

  

그림 8. Hand-Off 개념

Fig. 8  Hand-Off concept

이에 본 연구에서는 도시철도 역사 구간 이동시 사

용자의 치를 악하기 해 Hand-Off 지 을 활용

하 다. 이를 해 기지국 데이터를 수집하는 애 리

이션을 개발하고, 기지국 정보 수집  정제를 통하

여 기지국간 발생하는 Hand-Off 데이터를 추출하

다. 이를 기반으로 도시철도 지하 구간을 이동하는 이

용자의 치를 단하는 기술을 구 하 다.

4.2 기지국 데이터 수집

이동통신 사용자의 기지국 데이터를 수집하기 해 

개발한 애 리 이션은 사용자의 역사별 상태에 따른 

데이터를 수집함에 목 이 있다. 사용자는 출발역과 

도착역을 선택하고 재의 상태(이동 , 정차 )를 

입력하며 기지국의 정보를 수집하는 주기를 선택할 수 

있다. 수집된 데이터는 애 리 이션 내에서 자체 으

로 로그 일을 데이터베이스 형식으로 장한다. 그

림 9는 기지국 데이터 수집 애 리 이션 흐름도이다.

  

그림 9. 기지국 데이터 수집 애 리 이션 흐름도

Fig. 9  Application diagram of collecting station data

개발된 애 리 이션을 사용하여 2호선 본선 신도

림-시청구간에 한 기지국 데이터를 수집하 다. 본 

시범구간은 지상  지하구간이 복합 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역사간 간격이 최소 200m로, 실제 지하구간의 

이동 측 를 한 최 의 구간으로 단하 다. 기종

별 총 4회 왕복 조사를 통하여 데이터를 구축하 다.

4.3 기지국 데이터 정제

시범조사 결과 기지국 데이터는 체 구간 1회 평

균 외선 1,118개, 내선 1,154개가 수집되었다. Sqlite 

Browser 로그램을 활용하여 수집된 데이터를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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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매 회 수집된 기지국 데이터

는 총 15개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지국 고유 

정보 ‘CID1~TYPE’와, 사용자의 도·경도  입력정

보 ‘LAT~STATUS’로 분류된다.

표 3. 수집된 기지국 데이터 샘
Table 3. The collected sample data of mobile base station

TIMECID1 CID2 LAC PSC MCC MNC OP TYPELAT LON CUR ST ED
STAT
US

0222 
1520 27 2166

2 6413 370 450 5 SK
T 13 37.5

0787
126.
8916

Sind
orim

Sind
orim

Mul
lae

Stop
ping

0222 
1521 27 2166

2 6413 50 450 5 SK
T 13 37.5

0788
126.
8916

Sind
orim

Sind
orim

Mul
lae

Stop
ping

0222 
1614 27 2166

2 6413 50 450 5 SK
T 13 37.5

0101
126.
8931

Sind
orim

Sind
orim

Mul
lae

Stop
ping

총 4회 수집된 데이터  기지국 Hand-Off가 이루어

진 시  이 의 1  단  수집 데이터에 한 복 제

거를 통해 역사 구간 이동시 순수 Hand-Off가 발생한 

데이터만을 추출한 결과는 표4와 같다. 정제 결과 시범

구간 상 외선 평균 33개, 내선 34개의 데이터가 복

제거 된 역사 간 기지국 데이터로 최종 선별되었다.

표 4. 시범구간 수집 기지국 데이터 정제 결과

Table 4. The data cleaning result of the collected 
station data on test segment

Division 1 Time 2 Time 3 Time 4 Time Average

Collected 
data 

number

External 1,106 1,102 1,137 1,126 1,118

Internal 1,158 1,151 1,140 1,168 1,154

Hand-off 
data

External 38 32 32 29 33

Internal 34 34 33 36 34

정제된 총 4회의 Hand-Off 데이터를 역사 구간별

로 분류하고 구간별 복 데이터에 하여 2차 필터

링을 실시하여 도시철도 역사의 구간별 데이터를 추

출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표 5. 역사 구간별 기지국 데이터 추출
Table 5. Extract mobile base station data by station segment

Segemt 
start

Sindo
rim

Mullae
Yeongd
eungpo
-gu 

Dang
san

Hap
jeong

Hongik 
Univ

Sin
chon

Ewha 
Woman
s Univ

Ahyeon
Chungj
eonno

Segemt 
end

Mullae
Yeongd
eungpo
-gu 

Dangsa
n

Hapjeo
ng

Hongik 
Univ.

Sinchon
Ewha 
Woman
s Univ.

Ahyeon Chungj
eonno

City 
Hall

Total 
data 

number
36 16 47 23 29 14 16 13 13 13

section
overlap
Number

32 14 40 21 28 14 14 12 12 11

Overlap 
rate

89% 88% 85% 91% 97% 100% 88% 92% 92% 85%

구간 복 수 분석결과 구간별로 복되는 데이터는 

평균 91% 수 이다. 를 들면 신도림-문래 구간에서 

수집되는 기지국 데이터  문래- 등포 구간과 복

되는 데이터는 89% 수 이다. 수집된 데이터에 한 

분석 결과 역사간 간격이 상 으로 넓은 신도림-당

산 구간은 최  2개의 역사 구간에 하여 데이터가 

복이 발생하지만, 역사 간격이 180m로 짧은 홍 입

구-충정로 구간은 최  3개 역사 구간에 한 데이터 

복이 발생한다. 

4.4 도시철도 이동구간 장 테스트

본 연구에서 구 한 애 리 이션을 이용하여 기지

국 데이터의 활용 가능성을 검증하기 해 최  2개

의 역사 구간에 복이 발생하는 신도림-당산 구간 

데이터에 하여 데이터 정제작업을 재실시하 다. 상

으로 동일한 기지국 데이터가 더 많은 구간에 기

지국 신호가 강할 것으로 단하여 이를 검증용 애

리 이션의 구간내의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여 장 

테스트를 시행하 다.

많은 기지국 복 데이터를 보유한 구간을 우선순

로 필터링한 데이터를 검증용 애 리 이션에 구축

하여 역사 장 검증을 실시한 결과, 그림 10과 같이 

신도림-당산 구간을 이동할 경우 Hand-Off 지 을 

정확하게 표출하 다. 하지만 역사간 간격이 짧은 홍

입구 구간에 해서는 정확한 치를 표출하는데 

한계가 있다.

 

그림 10. 기지국 데이터 검증용 애 리 이션 화면

Fig. 10  Applications for verification on Mobile base 
s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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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  론

본 연구에서는 도시철도 역사  지하구간에 한 이용

자 치 측  기술에 하여 분석하 다. 도시철도 역사 

치는 Wi-Fi 기반 측  기술을 분석하 으며, 역사 간 

치는 이동통신 기지국 기반 측  기술을 분석하 다. 

Wi-Fi 기반 도시철도 역사 내 측 는 90% 수 으

로 객차 내에서 재 나의 역사 치를 인지하 다. 

이동통신 기지국 기반 역사 간 측 는 역사 간격이 

상 으로 넓은 신도림-당산 구간은 최  2개의 역

사 구간에 하여 데이터가 복이 발생하지만, 역사 

간격이 180m로 짧은 홍 입구-충정로 구간은 최  3

개의 역사 구간에 한 데이터가 복이 발생한다. 따

라서 역사 간 간격에 따라 Hand-Off 발생이 주기

으로 발행하는 특성이 있었다.

본 연구 분석 결과는 도시철도 역사의 일부구간에 

해서만 실시하 기에 보다 많은 단말기종과 역사의 

데이터를 수집하여 검증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

되며 승강장의 Wi-Fi 데이터를 갱신하는 주기 수정

으로 인한 배터리 소모의 문제 에 한 해결방안을 

강구해야한다. 한 이동통신 기지국 기반 측 는 역

사간 간격이 짧은 역사 구간에 해서는 정확한 치

를 표출하는데 한계가 있다. 이를 해서는 Wi-Fi 기

반 측  기술을 복합 으로 융합하는 기술을 용하

는 방안이 필요하며, 이를 통하여 도시철도 지하 역사 

 이동 구간에 한 보다 정확한 치 측 가 가능

할 것으로 사료된다. 

그림 11. D2D 서비스 개념도

Fig. 11  D2D(Door to Door) Transit service concept

본 연구에서 분석  도출된 기술에 한 한계 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지속 인 연구와 공간  범 를 확

를 통하여 재 진행 인 “철도 이용객 심의 정

보제공 기술개발” 연구의 그림 11과 같은 도시철도 

이용자의 경로 안내 D2D(: Door to Door) Transit 

Service 방안을 고려할 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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