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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치기반서비스 시스템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요소는 사용자의 치를 정확히 측정하는 것이다. 본 

논문은 삼각 측량법을 이용한 자캠퍼스를 한 옥내 측  시스템 구  사례를 소개한다. 캠퍼스에는 

일반 으로 무선 LAN이 설치되어 있다. 본 측  시스템의 측  방법은 무선 LAN의 액세스 포인트

(AP)로부터 수신된 신호의 RSSI를 이용하여 AP까지의 거리를 추정하고, 이 거리들을 바탕으로 삼각

측량법을 이용하여 사용자의 치를 추정한다. 구 한 측  시스템의 성능을 검증하기 한 실험 결과

도 소개한다.

1. 서론

 

 2000년  이후 인터넷  이동통신 기술 그리고 제반 인

라의 속한 발 에 따라 련 서비스의 다양성  확

장성이 커져감에 따라 치기반서비스(LBS : Location-

Based service) 시스템이 많이 쓰이고 있다. 치기반서비

스(LBS : Location-Based service)에서는 사용자의 치

를 악하는 것이 요하다. 

  옥외의 경우에는 사용자 치 악을 하여 GPS가 성

공 으로 일반화되어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옥내의 경우

에는 아직도 연구 단계에 있다. 지 까지 소개된 옥내 측

 시스템 에 리 알려진 것으로 액티  배지[1], 

Active Bat과 cricket[2], 그리고 RADAR[3]가 있다. 이 방

식들의 단 은 모두 측 만을 한 특별 장치를 사용한다

는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액세스 포인트(AP)의 신호세기와 거리의 

계를 규명하여 AP로부터의 거리를 바탕으로 사용자의 

치를 정하는 방식을 용하여 측  모듈을 개발한다.

2. 삼각 측량법 

 

 무선 LAN 카드는 반경 10내지 15m 내의 AP로부터 수

신되는 신호의 세기를 읽는다. 신호의 세기와 거리와의 

계를 악하면 수신한 신호의 세기를 이용하여 거리를 계

산할 수 있고, AP의 치와 거리를 이용하여 삼각 측량법

으로 사용자의 치를 계산할 수 있음으로 본 에서는 

삼각 측량법에 해 설명하고자 한다.

 삼각측량법을 용하려면 (그림 1)에 보이는 바와 같이 

최소 3 개의 AP 각각에 한 치와 거리를 알아야 한다. 

그림에서 N0, N1, N2, 는 각각 치가 이미 알려진 AP

를 의미하고, D0, D1, D2는 각각 사용자로부터 N0, N1, 

N2 까지 의 거리이다. AP를 심으로, 이들 AP와 사용

자 간의 거리를 반지름으로 하는 원 는 구를 형성할 때 

생성되는 교차 이 바로 사용자(M)의 치가 된다.

 일반 으로 M의 치를 (x, y, z) 좌표로, 고정노드 Ni
의 치를 (Xi, Yi, Zi ) 좌표로, 그리고 M과 고정노드 

Ni 간의 거리를 Di로 나타내면, 좌표와 거리에 한 

계는 다음 식으로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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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X i)
2+(y-Y i)

2+(z-Z i)
2=D 2i

(i=0,1,2,⋯,m-1)

 

 (그림 1)삼각측량법을 나타내는 도형

 3차원의 경우 최소한 4개의 고정 노드가 필요하다.  식

에서 제곱 항을 소거하면, 3개의 변수를 갖는 선형방정식

이 된다. 이를 Matrix형태로 나타내면 다음 식과 같다.

Ax= b
여기에서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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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Xm-1-X 0) 2(Ym-1-Y 0) 2(Zm-1-Z 0)







,

      

b=







(X
2
1-X

2
0)+(Y

2
1-Y

2
0)+(Z

2
1-Z

2
0)-(D

2
1-D

2
0)

(X
2
2-X

2
0)+(Y

2
2-Y

2
0)+(Z

2
2-Z

2
0)-(D

2
2-D

2
0)

(X
2
3-X

2
0)+(Y

2
3-Y

2
0)+(Z

2
3-Z

2
0)-(D

2
3-D

2
0)

⋮
(X

2
m-1-X

2
0)+(Y

2
m-1-Y

2
0)+(Z

2
m-1-Z

2
0)-(D

2
m-1-D

2
0)







이고,

x=




x
y
z




이다.

의 식을 풀기 해서는 다음 식에서 δ를 최소로 하는 

( x', y', z')를 구하는 것이다.

δ=(Ax '- b) T(Ax '- b), x '=




x'
y'
z'






 이를 만족하는 좌표 x'는 MMSE(Minimum Mean 

Square Error)방식에 의한 Matrix 해답으로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

x '=(ATA) -1AT b

3. 옥내 측  모듈

 

 본 논문에서 소개하는 AP의 신호세기를 이용하여 AP로

부터 사용자까지의 거리를 추정하고 삼각 측량법으로 사

용자의 치를 단하는 측  모듈 개발 방법은 무선 

LAN이 설치된 곳에서는 어디에서든지 용 가능하다. 이 

방법을 용한 로토타입을 본교 자연과학  4층을 상

으로 개발한 사례를 소개한다.

 

3-1 개발환경

 

  본교 자연과학  4층의 구조와 각 AP의 치를 보여주

는 평면도는 (그림 2)와 같다. (x 축의 실 거리는 85.5m에 

좌표는 0~608, y 축의 실 거리는 43.8m에 좌표는 0~290이

다.)   

 

  (그림 2) 자연과학  4층 약도와 각 AP기의 치 

  

 각 AP기의 모델은 4101, 4104의 벽에 있는 AP기는 

CISCO SYSTEMS社의 CISCO AIRONET 1130AG 

SERIES MODEL이고, 4106, 4127, 4119 4121 4123의 벽에 

있는 AP기는 CISCO AIRONET 1121G SERIES 

MODEL, 4124의 벽에 있는 AP기는 CISCO AIRONET 

1131G SERIES MODEL이다. 

 노트북은 LG-IBM ThinkPad R32를, 외장형 무선랜카드

는 KTS社의 IEEE 802.11B 무선랜카드(WinWave 1100P)

를 사용한다. 실험을 하여 RSSI 신호측정 로그램과 

삼각측량 로그램을 작성한다. 로그램 개발 도구로 

Microsoft Visual C# 2005를 사용한다. 

 RSSI를 이용하여 AP와 사용자와의 거리를 추정하기 

해서는 신호의 값과 거리와의 계를 규명하는 것이 요

하다. 각각의 AP에서 1m 단 로 신호 값을 여러 번 측정 

한 결과 값의 평균으로, 신호 세기와 거리 간의 계식을 

구한 결과가 <표 1>에 보인다. 

  신호 값은 시간 와 사람들의 향을 조 씩 받게 되므

로 사람의 통행이 고 안정 인 시간인 20시에서 24시 

사이에 측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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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 추세 식

4101 y(신호값) = -11.984Ln(x(거리)) - 35.143

4104 y(신호값) = -10.076Ln(x(거리)) - 31.856

4106 y(신호값) = -13.74Ln(x(거리)) - 28.086

4124 y(신호값) = -9.78Ln(x(거리)) - 34.18

4127 y(신호값) = -9.4062Ln(x(거리)) - 38.721

4119 y(신호값) = -13.805Ln(x(거리)) - 33.696

4121 y(신호값) = -7.8772Ln(x(거리)) - 38.85

 <표 1> 각 AP기의 신호세기에 따른 거리의 추세 식

  

 신호 값은 벽이나 기타 장애물에 향을 받는다. 벽을 통

과한 경우와 통과하지 않은 경우에 RSSI를 여러 번 측정

하여 콘크리트 벽 하나를 통과할 때마다 신호세기가 10 

dBm 씩 감소하고, 철제 간이 벽을 통과할 경우에는 

15dBm 씩 감소함을 알았다. 따라서, 만약 재 치와 

AP 간에 콘크리트 벽이 2개 존재한다면 수신된 신호 값

에 20 dBm을 더한 다음 <표 1>의 식을 용해야 한다.

3-2 측  모듈

 본 에서는 본 논문에서 구 한 측  모듈의 구성을 설

명한다. 이 모듈은 RSSI 신호를 바탕으로 해당 RSSI를 

송신한 AP까지의 거리를 계산하고, 삼각측량법을 용하

여 사용자의 치를 알려주는 략을 사용한다. 

  따라서 본 측 모듈은 각 AP의 MACAddrese와 x, y, z 

좌표를 입력 받아야 한다. 정확한 좌표값을 얻기 해서 

각 AP의 MACAddrese와 x, y, z 좌표는 cm단 로 <표 

2>와 같은 형식으로 일에 장한다.

FILE APPosition

00:13:5F:57:C4:70 : x, y, z 731.25, 1057.24, 261,

00:13:5F:57:C0:00 : x, y, z 2193.75, 1057.24, 261,

00:13:C3:9C:01:F0 : x, y, z 3445.31, 1117.66, 295,

00:13:80:A9:DA:30 : x, y, z 4640.63, 1918.14, 294,

00:13:C3:9B:F6:B0 : x, y, z 6932.81, 1117.66, 291, 

00:13:C3:9B:F6:C0 : x, y, z 6637.5, 2250.41, 292,

00:13:C3:9B:FB:50 : x, y, z 6637.5, 3700.34, 298

  <표 2> 각 AP의 MACAddress와 x, y, z좌표 

  

  본 측  모듈은 사용자 인터페이스로 picturebox, 

textbox, button, label 등으로 구성된 form을 포함한 도

우를 제공한다. Picturebox에는 측  역을 나타내는 지

도가 출력되고, 나머지 콤포 트에는 좌표값, 신호를 보내

는 AP들의 MAC address와 RSSI 값을 출력, 등이 출력

된다. 본 측  모듈의 실행 화면은 <그림 3> 보인다. 

  사용자가 ‘ 재 치?’ 버튼을 클릭하면 GETRSSI()가 

실행된다. GETRSSI()는 두 가지 메소드를 호출하여 AP

에서 신호의 세기를 읽어오는 일을 수행하는데 

StartAPScan()은 ‘ 재 치’ 버튼을 클릭한 지역에서 측

정 가능한 AP를 조사하고, GETAPList()는 AP의 RSSI를 

LAN 카드에서 읽어오는 일을 수행한다. 이때 AP의 

MAC address도 함께 읽어 온다. 

측정된 신호 값들 에서 자연과학  4층 내에 치한 

AP에서 입력된 RSSI  가장 큰 네 개를 선택하여, 해당 

AP의 X, Y, Z 좌표를 <표 2>의 FILE에서 읽어,  배열 

x, y, z에 각각 배정한다. 즉, 가장 큰 신호 값의 

MACAddress의 x, y, z좌표를 x[0], y[0], z[0] 두 번째 큰 

MACAddress의 신호 값의 MACAddrss의 x, y, z좌표를 

x[1], y[1], z[1] 세 번째 큰 신호값의 MACAddress의 x, 

y, z 좌표를 x[2], y[2], z[2] 네 번째 큰 신호값의 

MACAddress의 x, y, z좌표를 x[3], y[3], z[3]에 입력한다. 

배열 x, y, z를 <표 3>에 보이는 함수 Triangulation에 인

자로 보내 사용자의 x, y 좌표를 계산한다. 함수 

Triangulation은 2 에서 소개한 삼각측량법을 이용한다.

 

algorithm Triangulation(double x[], double  y[], double 

z[])

사용자의 치인 x, y좌표를 추정하기 한 삼각측량 알

고리즘

사후조건 정수 x, y를 출력한다.

double A[3,3]; // 2 에서 언 한 행렬 A에 해당함. 

double x_vec[3]; // 사용자의 치를 추정한 x, y좌표 

double distance[4] // 사용자와 네 개의 AP와의 추정된 

거리

int x[0], y[0];  // 사용자의 치를 출력하는 x, y좌표

double b_vec[3]; // 3 에서 언 한 행렬 b 에 해당함.

1 인자로 받은 x, y, z 배열로부터 행렬 A를 구축한다.

2 if( 재 치에서 AP까지 장애물이 있다)

  신호값+= (콘크리트 벽 개수*10)+(간이 벽 개수*15)

3 distance[4]에 사용자와 세 개의 AP와의 거리를 cm단

로 장  

4 b_vec[0]=     

-    

  b_vec[1]=      

-  

  b_vec[2]=   

-  

5  x_vec = (ATA) -1AT b
6 x[0] = (x_vec[0]/8550) * 608  // 결과값 cm를 x좌표

로 변환한다.

  y[0] = (x_vec[1]/4380) * 290  // 결과값 cm를 y좌표

로 변환한다.

         <표 3> 삼각 측량법 알고리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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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실험 결과

  

 본 측  모듈의 실행 가 (그림 3)에 보인다. 4124 AP

앞에서 측정한 결과 약 2.869243m의 오차를 보인다.

 

  (그림 3) 4124 AP 앞에서 측정시의 결과 화면 

 자연과학  4층 복도 30곳에서 측  시스템을 500번 실

행하여 얻은 모든 결과에 한 오차를 평균하여 약 

4.367532m라는 결과를 얻었다. 실험 과정을 설명하기 

하여 어떤 지역에서 측정한 신호 값의 형 인 측정치를 

<표 2>에 보인다. 그 지 에서 측정한 여러 AP의 신호 

값 에서 가장 큰 3개의 신호 값과 해당 신호를 송신한 

MAC Address를 이용하여 사용자의 치를 단한다. 

<표 2>를 보면 한 지 에서의 신호의 크기가 체 으로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AP1 신호 값 AP2 신호 값 AP3 신호 값

DA30 -46 01F0 -74 F6B0 -87

DA30 -42 01F0 -71 F6B0 -86

DA30 -42 01F0 -71 F6B0 -87

DA30 -43 01F0 -76 F6B0 -85

DA30 -40 01F0 -75 F6B0 -86

DA30 -41 01F0 -78 F6B0 -84

DA30 -43 01F0 -77 F6B0 -81

DA30 -43 01F0 -76 F6B0 -85

DA30 -42 01F0 -77 F6B0 -84

DA30 -42 01F0 -73 F6B0 -87

   <표 2>  측정시의 MAC Address와 신호 값 1  

 여러 지역에서 측정한 후 삼각측량법을 이용하여 사용자

의 치를 추정한 형 인 결과를 <표 3>에서 보여 다. 

실제 측정 치의 x, y좌표는 (330, 139)이다.  

오차=


실제좌표



측정된좌표
 

실제좌표


측정된좌표


측정된 x좌표 측정된 y좌표 오차(m) 

302 166 5.668634

329 89 7.55303

308 123 3.925685

327 154 2.304465

319 155 2.869243

328 187 7.255103

366 107 6.999126

327 154 2.304465

332 165 3.936958

303 154 4.4214

  <표 3> 측정 후의 결과 값의 x, y좌표와 오차 

 

 5.  결론

 본 논문은 AP의 RSSI를 사용하여 거리를 구하는 것과 

이를 이용한 삼각측량법의 측  방법이 학 캠퍼스 옥내 

측 에 실용성이 있는지 살펴본 실험 결과를 보 다. 

RSSI를 바탕으로 거리를 추정한 실험 결과 AP기가 약 

20m 이내에 치한 경우 평균 약 3.7326m의 오차를 보

다. 

 AP와 사용자 간의 거리에 삼각측량법을 용하여 사용

자의 치를 정하는 방법도 소개 하 다. 실험 결과 삼

각측량법을 사용한 오차가 약 4.367532m임을 알 수 있었

다. 이 논문의 실험 결과는 제한 인 장소에서 측정한 결

과지만 사무실이나 여러 강의실에서 측정을 해도 AP기와 

사용자 사이에 장애물의 요소와 개수를 악한다면 앞의 

결과와 유사한 오차범 의 치를 찾아낼 수 있다. 하지만 

신호세기는 시간과 사람들의 이동이 많은 곳에서는 변화

가 심하기 때문에 실용화되기에는 문제가 있다. 향후에는 

다른 보정 자료를 이용하여 실용화하는 방법을 연구하고

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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