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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치기반서비스는 기본 으로 사용자의 치를 악해야 한다. 측 방법은 옥외용과 옥내용으로 구분 

되며, 옥외용에는 GPS 방법, 이동통신망을 이용한 방법, GPS와 이동통신망을 복합 으로 활용한 방법이 

있고, 옥내용에는 외선을 이용한 방법, 음 를 이용한 ActiveBat과 Cricket, RF 신호를 이용한 

RADAR가 있다. 기존의 옥외용 측 방법은 옥내에서는 사용이 제한되고, 기존의 옥내용 측 방법은 

특수한 환경을 꾸며주어야 하는 단 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단 을 보완한 방법으로 GPS 수

신모듈과 무선LAN용 AP의 신호의 세기를 이용하여 사용자의 치를 단하는 옥내외 통합 측 시스

템을 소개한다. 검증을 해 제안하는 시스템을 구 해 보았으며, 실험 결과로 성능평가를 한다.

1. 서 론

치기반 서비스(LBS: Location Based Service)란 사용

자가 재 치한 지리  치를 고려하여 사용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에서 지리  

치란 도와 경도로 결정되는 지구상의 2차원 인 좌표나 

경도, 도 그리고 고도로 결정되는 3차원 인 좌표를 일컫

는다. 치기반서비스의 로 공공안  서비스, 치추  

서비스, 항법 서비스, 정보제공 서비스 등 부가가치가 높은 

서비스들이 많이 있는데[1], 이러한 서비스를 개발 하려면 

필수 으로 사용자의 치를 악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측 방법들이 가지고 있는 단

들을 알아보고, 이러한 단 들을 보완한 방법으로 옥내외 

통합 측 시스템을 소개한다.

2. 련 연구

사용자의 치를 악하는 측 시스템은 옥외용과 옥내

용으로 구분된다. 옥외용은 수신기로부터 인공 성까지의 

거리와 인공 성의 치를 기 으로 삼각측량의 원리를 

사용하여 치를 측정하는 GPS 방법이 일반 이고, 이동 

단말기의 신호의 세기, 신호의 도달 시간, 신호의 도달 시

간차, 신호의 입사각 등과 같은 라미터를 이용하여 치를 

계산하는 이동통신망 기반 치인식 방법이 있다. 그리고 

이동통신망과 GPS를 복합 으로 활용하는 A-GPS 

(Assisted-GPS) 방식이 있는데, A-GPS는 이동통신망을 

이용하여 이동 단말기에 보조데이터를 송한다. 이동 단말

기는 수신한 보조데이터를 이용하여 단말기가 성의 

치를 추 하여 동기를 이루고, 의사 거리를 측정하여, 

치인식서버에 측  데이터를 송함으로써 단말기의 

치를 인식하는 방법이다.

옥내용에는 외선을 이용한 방법[2]이 있고, 음 를 

이용한 방법으로 캠 리지 학에서 개발한 Active 

Bat[3,4]과 MIT에서 개발한 Cricket[5]이 있으며, RF(radio 

frequency) 신호를 이용한 방법으로 RADAR[6]가 있다.

기존의 옥외용 측  방법들은 옥내에서는 사용이 제한

되고, 옥내용 측  방법들은 실내의 일정 역에 외선 

센서를 부착하거나, 천정에 음 와 RF 신호 발생기를 

부착하는 등 특수한 환경을 꾸며주어야 하는 단 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단 을 보완한 방법으로 GPS 수신

모듈과 무선LAN용 AP의 신호의 세기를 이용하여 사용자의 

치를 단하는 옥내외 통합 측 시스템을 제안한다. 

옥내외 통합 측 시스템은 사 조사과정과 실측과정으로 

진행되며, 실측과정에서 옥내외를 구분하여 옥외일 경우엔 

자지도 좌표와 GPS 경 도좌표를 알고 있는 두 지 에 

보간법을 이용하여 측 를 한다. 보간법이란 함수 값을 알고 

있는 주  들에 한 가 평균을 이용하여 간에 빠진 

함수 값을 추정하는 방법으로 아래와 같이 식을 정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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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좌표(X, Y)와 경 도(Lon, Lat)를 알고 있는 두  A, B에 

하여 임의의 지  C의 X좌표 Cx와 Y좌표 Cy는

Cx=(
C Lon-A Lon

B Lon-A Lon )(Bx-Ax)+Ax    ……… <식 1>

Cy=(
C Lat-ALat

B Lat-ALat )(By-Ay)+Ay    ……… <식 2>
이다. <식 1>에서 경도는 본 자오선을 심으로(경도 0°)

하여 동서로 각각 180°로 구분하기 때문에 자지도의 

X좌표와 계가 있다. <식 2>에서 도는 도를 심으로

( 도 0°)하여 남북으로 각각 90°로 구분하기 때문에 자

지도의 Y좌표와 계가 있다.

옥내일 경우엔 RADAR가 채용한 테이블 look-up 방법을 

이용하여 측 를 한다.

3. 옥내외 측  방법

본 논문에서 소개하는 옥내외 측 시스템은 사 조사과

정을 바탕으로 실측과정에서 옥내 는 옥외를 구분하고, 

그 결과에 따라 옥내 측  모듈 혹은 옥외 측  모듈을 

수행한다. 본 논문에서는 본 학 캠퍼스와 자연과학 을 

상으로 로토타입을 개발한 결과를 소개한다. 

3.1 사 조사 과정

사 조사 때는 'RSSI 사 조사 테이블‘과 ’GPS 사 조사 

데이터‘를 생성한다. RSSI 사 조사 테이블에는 옥내 측  

용 장소의 여러 지  (후보 지 )에서 측정한 신호의 

세기를 기록한다. 이때 후보 지 의 지도상의 X, Y 좌표도 

표로 기록하여 둔다. 자연과학  1층에 한 RSSI 사 조사 

테이블은 <표 1>과 같고, 후보 지 의 좌표 테이블은 

<표 2>와 같다. RSSI가 측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매우 

작은 값, -99999로 표시한다. 

지점-1 지점-2 … 지점-10 지점-11

AP-1 -46 -37 … -99999 -99999

AP-2 -61 -55 … -99999 -99999

AP-3 -77 -74 … -83 -99999

AP-4 -99999 -99999 … -64 -72

AP-5 -99999 -99999 … -45 -47

<표 1> 자연과학  1층 AP의 지 별 RSSI 

측정평균(dBm)

지점-1 지점-2 … 지점-10 지점-11

좌표 20, 64 110, 64 … 504, 203 504, 274

<표 2> 지 별 자지도의 (x, y)좌표

사 조사과정의 ‘GPS 사 조사 데이터’는 자지도의 

좌표와 GPS 경 도좌표로 구성된다. (그림 1)에 보이는 

A, B 두 지 에 한 ‘GPS 사 조사 데이터’는 <표 3>과 

같다.  

(그림 1) 'GPS 사전조사 데이터‘를 위한 두 지점

전자지도의 

좌표
GPS 경위도좌표

X Y 위도 경도

지점A 1842 1140 N 35°51′48.7″ E 129°11′44.72″

지점B 2112 1566 N 35°51′45.01″ E 129°11′47.5″

<표 3> GPS 사 조사 데이터

3.2 실측 과정

사용자 측  모듈이 호출되면, 재 치에서 RSSI를 

독하고, RSSI 값을 바탕으로 옥내인지 옥외인지를 단한 

다음, 옥외이면 옥외 측  모듈을 호출하고 그 기 않으면 

옥내 측  모듈을 호출한다.

옥내외에서 RSSI를 실측한 결과 옥외에서는 -59 dBm 

이상인 신호가 잡힌 경우가 무한 반면 옥내에서는 어디

에서든지 -85 dBm 이상인 신호들이 잡히고 이 신호들 

에는 -59 dBm 이상인 신호는 하나 이상 존재한다. 한편 

옥외에서는 RSSI가 사용 가능한 반면에 옥내와 건물 주

에서는 GPS 데이터가 사용 불가능함으로  근처에서 

옥외를 옥내로 정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옥내를 

옥외로 정하면 문제가 크기 때문에 본 실험에서는 -59 

dBm을 기  값으로 정하여 측  모듈이 호출될 때 측정

한 RSSI 값이 모두 -59 보다 작으면 옥외로 정한다. 

재 치가 옥외로 구분될 경우엔 GPS 경 도좌표를 

측정하고, 이 측정값을 ‘GPS 사 조사 데이터’로부터 보간

법으로 재 치를 찾는다. 옥외가 아니라고 정될 경우

에는 옥내 측  방식인 찾아보기 테이블 방식으로 치를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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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측 시스템 구

본 에서는 제안하는 옥내외 통합 측  모듈의 구  

환경과 모듈의 구성에 하여 설명한다.

4.1 구  환경  실험 장소

옥내외 측 시스템을 노트북 컴퓨터에 구 한다. 옥외 

측 에 사용되는 GPS 수신 모듈은 (주)제이콤의 모델 

X-150이며 노트북 컴퓨터의 USB 포트에 연결한다. 옥내 

측  모듈은 랜 카드가 읽는 AP(Access Point)로부터 수

신되는 신호의 강도를 바탕으로 치를 측정한다. 사용하는 

랜 카드는 Intel(R) PRO/Wireless 2200BG Network 

Connection이다. 로그램 개발 도구로는 Microsoft 

Visual C# 2005를 사용한다. 

개발하는 옥내외 측  모듈의 성능을 보이기 하여 

(그림 4)에 보이는 동국 학교 경주 캠퍼스와 (그림 5)에 

보이는 자연과학 에서 실험을 실시한다. 

(그림 5)에는 가장 왼쪽에 치한 AP-1부터 가장 오른

쪽에 치한 AP-5까지 총 5개의 AP 설치 지 이 ‘★’로 

표시되었으며, 각 AP에 한 SSID(Service Set Identifier)와 

MacAddress는 <표 4>와 같다. <표 5>는 RSSI 측정의 

한 로 (그림 5)의 AP들  AP-2 앞에서 측정한 데이터

이다.

(그림 4) 동국 학교 경주캠퍼스

(그림 5) 자연과학  1층

SSID MacAddress

AP-1 dongguk 00:13:5F:57:C9:40

AP-2 dongguk 00:13:5F:57:EA:60

AP-3 dongguk 00:13:5F:57:E7:A0

AP-4 dongguk 00:13:5F:57:D7:20

AP-5 dongguk 00:13:5F:57:C5:C0

<표 4> 자연과학  1층 AP들의 SSID와 MacAddress

SSID MacAddress RSSI(dBm)

dongguk 00:13:5F:57:C9:40 -39

dongguk 00:13:5F:57:EA:60 -65

dongguk 00:13:5F:57:D2:20 -52

dongguk 00:13:C3:9B:F7:C0 -68

dongguk 00:12:44:BB:64:C0 -73

dongguk 00:13:5F:57:B5:C0 -62

dongguk 00:13:5F:57:E7:A0 -75

<표 5> AP-2 앞에서 RSSI를 측정한 결과

자연과학  1층에 치한 AP의 MacAddress는 <표 4>에 

보이는 5개가 부 이지만, <표 5>에는 <표 4>에 보이는 것 

외에 다른 층에 설치된 AP의 MacAddress도 보인다.

GPS 수신 모듈은 NMEA[7]라는 포맷  (그림 6)처럼 

$GPGGA, $GPGSA, $GPRMC로 시작하는 3가지 GPS 

데이터를 제공한다.

…

$GPGGA,100519.834,3551.7625,N,12911.7778,E,1,

07,1.1,79.0,M,,,,0000*34

$GPGSA,A,3,26,29,08,02,06,21,10,,,,,,1.9,1.1,1.5*3F

$GPRMC,100519.834,A,3551.7625,N,12911.7778,E,

0.00,213.74,190206,,*0E

…

(그림 6) GPS 데이터의 

GPRMC 포맷은 재시각, 도, 경도 등의 치정보를 

가지고 있으며 GPGSA 포맷은 성 련 정보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GPGGA도 치정보를 가지고 있는데, 

GPRMC 포맷보다 상세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 이들 데이

터에서 도와 경도를 추출하여 GPS 경 도좌표라 한다.

4.2 옥내외 통합 모듈 

(그림 7)은 재 치가 옥내일 경우 옥내 측 모듈이 

메소드를 호출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GetRSSI Class는 

RSSI 데이터 수신을 담당하고, RSSITable Class는 수신된 

RSSI 데이터를 리한다. 그리고 RSSILookupTable 

Class는 ‘RSSI 사 조사 테이블’을 생성하며 찾아보기 

방법으로 측 시스템을 구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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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옥내 측위시스템의 메소드 호출 흐름도

(그림 8)은 재 치가 옥외일 경우 옥외 측 모듈이 

메소드를 호출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RecvGPSData 

Class는 GPS 수신 모듈과의 통신을 담당하며 GPS 데이

터를 수신하여 GPS 경 도좌표를 추출하는 역할을 한다. 

그리고 GPSTable Class는 추출한 GPS 경 도좌표를 

리하고, GpsInterpolationTable Class는 ‘GPS 사 조사 

데이터’를 생성하며, 보간법으로 치를 계산한다.

(그림 8) 옥외 측위시스템의 메소드 호출 흐름도

4. 실험 결과

본 논문에서는 (그림 1)에 보이는 자연과학 을 심으로 

옥내외 통합 측 시스템의 실측 실험 결과를 제공한다. 

자연과학  주변에서 실측 200회에 걸쳐 GPS 경 도좌표를 

측정하여 <표 3>의 ‘GPS 사 조사 데이터’에 보간법으로 

자지도좌표를 구했을 때 실제지 과의 오차가 <표 6>에 

요약되어 있다. 2M～4M의 오차로 치를 찾는 경우가 61

회로 가장 많았고, 두 번째로 4M～6M 오차로 치를 찾는 

경우가 51회 다. 200회 실측의 결과 평균 오차거리는 

4.875M이었다.

오차범위 0M~1M 1M~2M 2M~4M 4M~6M 6M~8M

측정횟수 11 17 61 51 33

확률 5.5% 8.5% 30.5% 25.5% 16.5%

평균 오차거리 = 4.875M

<표 6> 옥외 실험 결과 요약

그리고 (그림 5)의 ‘■’로 표시된 지 을 돌아다니며 

100회 실측한 결과 98번은 정확한 측  결과를 보 으나 

2번은 이웃 지 을 재 지 으로 반환하는 결과를 보 다. 

이웃 지 을 반환한 결과는 (그림 5)의 제일 왼쪽 복도 끝에 

보이는 지 에서 발생하 다. 

5. 결론

본 논문에서 제안한 옥내외 통합 측 시스템은 옥내와 

옥외에서 겸용으로 수행함으로써 기존 옥외용 측 방법의 

단 을 보안 하 고, 무선 랜 서비스 지역에서 쉽게 구

할 수 있어서 특수한 환경이 요구 던 기존 옥내용 측  

방법의 단 을 보완하 다. 실험 결과 옥내 에서는 

2.409M, 옥외에서는 4.875M의 오차 범  내에서 이 방법이 

정확한 측  결과를 생성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향후에는 다른 보정 자료를 이용하여 오차 범 를 이는 

방법을 연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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