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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WiFi Fingerprinting기술의 측  정확도에 가장 큰 향을 주는 요인은 수신되는 신호세기(RSS)의 

안정성이다. 하지만 실내 환경의 높은 복잡도로 인해 같은 치에서도 RSS가 시간에 따라 변화하며 

불안정하다. 이러한 RSS variance 문제를 해결 하기 한 다양한 연구들이 수행되었다. 하지만 기존 연

구들의 경우 시스템의 복잡도가 증가하며, RSS가 격히 변하는 경우에는 측  성능을 보장 할 수 없

다. 본 논문에서는 특수한 구조를 갖는 Neural Network설계하고 이에 최 화된 입력 Feature고안하며 

이를 통해 격한 RSS 변화에서도 성능을 보장하는 WiFi Fingerprinting 알고리즘 제안한다. 제안하

는 알고리즘과 기존 알고리즘을 동일한 조건에서 시뮬 이션을 통해 비교한 결과 제안하는 알고리즘

이 격한 RSS 변화에서 상 으로 높은 측  정확도 보여 을 확인 할 수 있었다.

(그림 1) 오 라인 단계 

(그림 2) 온라인 단계

1. 서론

 수년간 모바일 기기의 화와 함께 Location 

Based Service(LBS)에 한 수요가 증가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실내 환경에서의 네비게이션, 환자나 

노약자들 상의 실시간 헬스 어 서비스, 물류창고 

자동화 시스템, 그리고 사용자 경로 분석을 통한 마

 등 다양한 실내 치 기반 서비스가 주목 받고 

있다. 실내 환경에서의 측 는 도잉, 페이딩 그리

고 지연 왜곡[1] 등으로 인해 인공 성과 실내 수신

기 사이의 Line of Sight(LoS) 송채 을 확보할 

수 없으므로 실외 측 에 사용되는 GPS등을 사용할 

수 없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해 실내 측  

기술에 한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 되었고[1-2]. 타 

기술들과 달리 상업, 주거 시설  다양한 공공 시

설물에 이미 구축되어 있는 WiFi 라우터 등의 

IEEE 802.11 네트워크 인 라와 범 하게 보 된 

WiFi 지원 모바일 기기들을 이용한다는 에서 

WiFi 기반 실내 측  기술이 실내에서 GPS를 체 

할 주요한 측  기술로서 주목 받고 있다.

 표 인 WiFi 기반 실내 측  기술 로서 WiFi 

Received Signal Strength (RSS)를 특정 치에 

한 지문으로 사용 하는 WiFi fingerprinting 방법이 

제안되었다[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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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제안하는 Neural Network 구조

 WiFi fingerprinting 은 오 라인과 온라인의 두 단

계로 이 진다. 오 라인 단계 에서는 그림 1에서와 

같이 실내 공간상의 좌표를 알고 있는 특정 치들

에서, Access Point(AP)들로부터의 지문 정보(WiFi 

RSS 값)를 수집 하여 특정 치들에 한 고유한 

지문(Radio map) 데이터베이스를 국축한다. 온라인 

단계의 경우 그림 2에서와 같이 사용자가 재 측정

된 AP들의 RSS값과 함께 치정보에 한 쿼리를 

보내면, 오 라인 단계에서 구축한 데이터베이스와 

쿼리와 함께 송된 RSS값을 비교하여 재 치를 

추정하게 된다. 

 오 라인과 온라인 단계의 RSS값의 사이의 특징 

비교를 통하여서 치를 추정하는 WiFi finger- 

printing의 특성상 치추정 정확도에 가장 큰 향

을 주는 요인은 측정되는 RSS 값의 안정성이다. 하

지만 실내 환경에서의 신호의 는 반사에 의한 

다 경로 효과와 회  그리고 노이즈 등의 향을 

받으므로 수신되는 신호의 세기는 동일한 치에서

도 시간에 따라 변화하며 불안정하다[4]. 이러한 

RSS의 fluctuation은 특정 치에서 데이터베이스에

에 장된 Radio map과 재 측정되는 RSS값 사이

에 편차를 유발하여 치 추정 정확도를 하시킨

다. 

 다양한 연구들이 RSS variation으로 인한 치 추

정 정확도 하 개선 방안을 제안하 다[5-9]. 하지

만 기존연구들의 경우 실내 구조물의 이동  변경 

혹은 기기 불량으로 인해 특정 AP로부터 신호의 

 특성이 크게 변화하는 경우 치추정 정확도를 

보장하기 어렵다. 

 본 논문에서는 Artificial Neural Network(ANN)를 

기반으로 하는 plural voting방식과 이를 한 입력 

feature인 Difference Map(DM)을 고안하여 특정 

AP의 신호  특성이 격히 변하여도 치추정 

정확도를 보장 할 수 있는 WiFi fingerprinting 알고

리즘을 제안한다. 

2.  Plural voting을 한 Neural Network와 

Difference Map

 기존 WiFi Fingerprinting의 경우 하나의 AP에 이

상이 생겨 특정 AP의 RSS값이 크게 변하는 경우에 

치추정 성능이 크게 감소한다. 이것은 재 측정

된 모든 AP들의 RSS값들과 데이터베이스에 장된 

값 사이의 유클리드 거리를 최소가 되게 하는 곳을 

추정 치로 하는 기존 알고리즘들의 한계에서 비롯

된다. 

 제안하는 알고리즘의 경우 각 AP로부터 수신된 신

호의 RSS 값을 통해 각각의 AP별로 치를 추정하

고 AP들로부터 가장 많은 선택을 받은 치가 최종

인 추정 치가 되게 함으로써 특정 AP의 신호

 특성의 격한 변화에 한 내성을 갖는다. 이를 

해 그림 3에서 볼 수 있듯이 각 AP별로 독립성을 

갖는 특수한 구조의 neural network 구성하 다. 제

안하는 신경망은 각각의 AP개수만큼의 독립 인 입

력과 Hidden Layer 가지며 출력은 One-hot 인코딩

을 통해 구 하여 데이터베이스 상의 참조 치(RP)

의 개수만큼 존재한다. 와 같은 network구조를 통

해 특정 AP에 문제가 발생하거나 환경의 변화로 특

정 AP의 RSS값이 크게 변하여도 문제가 생긴 AP

가 최종 치추정에 미치는 향이 최소화 되며 다

른 정상 인 AP들 RSS값을 통해 치를 추정할 수 

있다. 즉, plural voting 방식을 통해 각 AP별로 가

장 가능성이 높은 RP를 선택하게 하며 AP들로부터 

가장 많은 선택을 받은 RP 최종 추정 치가 되게 

한다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와 같은 neural network를 학습시

키고 치 추정에 이용하기 해 새로운 입력 

feature인 DM을 고안하 다. 공간상의 RP가 ×  

개가 존재 할 때 Radio map 은 ×  행렬로서 아

래와 같이 표 된다. 

 











 ⋯


⋮ ⋱ ⋮
 …

       (1)

이때 는 Radio map을 구성하는 RP로서 각각 AP

들로 수집된 RSS값을 표 하므로 AP의 개수가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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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RP1 에서의 AP1의 DM 

(그림 5) 정상환경 (그림 6) AP1 신호 2/3로 

감소

(그림 8) 그림 6,7의 경우 

모두 용

(그림 7) AP5 신호 4/3로 

증가  

실험 조건

측  오차(m)

기존 

알고리즘 

제안하는 

알고리즘 

정상 환경 0.372 0.419

AP1 2/3 감소 1.84 0.723

AP5 4/3 증가 0.918 2.451

AP1 2/3 감소,

AP5 4/3 증가
0.891 2.32

<표 1> 치 추정 오차

인 경우 차원의 벡터가 된다. 온라인 단계에서 

재 측정된 RSS 값 한 모든 AP들로 부터의 재 

측정된 RSS 값을 담고 있으므로 차원의 벡터이며  

로 표 된다. DM은 각 AP 별로 생성되며 개의 

AP가 존재하는 경우 k번째 AP의 DM은 아래와 같

이 표 할 수 있다.












   ⋯   
⋮ ⋱ ⋮

   …   
 (2)

이때 모든 항이 벡터인 수식(1)의 과 달리 수식

(2)의 의 경우 모든 항이 스칼라인 행렬임을 알 

수 있다. 즉, DM은 모든 Radio map의 모든 RP 특

정 AP의 RSS와 재 측정된 특정 RSS의 차이를 

의미함을 알 수 있다.     

 그림 4는 AP가 6개 존재하고 Radio map이 ×  

로 RP가 32개인 환경에서 1번 치(RP1)에 있을 때 

계산된 AP1의 DM을 3차원 으로 시각화 한 것이

다. x축과 y축은 공간상의 RP를 의미하고 z축은 계

산된 RSS 값의 차이의  값을 의미한다. 사용자

가 1번 치에 있을 때는 AP1과 가장 가깝기 때문

에 RP1 근처에서는 거의 0에 가깝고 RP1에서 멀어

질수록 그 차이 값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

다. 각각의 AP 별로 와 같은 DM을 계산하게 되

고 이런 DM을 통해 단순히 RSS값을 사용할 때와 

비교하여 classification 성능을 향상시켜 각 AP별 

치 추정 성능을 개선하 다.     

3.  시뮬 이션 결과

 시뮬 이션은 Matlab을 이용하여 총 6개의 AP가 

존재하는 환경에서 이 졌으며 총 32개의 RP가 존

재한다. 유클리드 거리에 기반 한 기존 알고리즘과 

다음과 같이 성능을 비교분석하 다. 

그림 1~7에서 속이 빈 푸른색 원이 AP의 치를

((0,0)에서부터 시계 방향으로 1~6번 AP이다), 록

색은 RP를, 검은색 원은 참 치를, 붉은 색 원은 

기존 알고리즘으로 추정한 치를 각각 나타내며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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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막으로 푸른색별은 제안하는 알고리즘으로 추정한 

결과를 나타낸다. 특정 AP의 신호가 증가하는 경우, 

특정 AP의 신호가 감소하는 경우 그리고 이 두 가

지 모두 발생 하는 경우에 해서 실험을 진행하

다. 실험 결과 정상 인 상황에서는 두 알고리즘 모

두 일정수 의 치 추정 정확도를 보장 하 으나, 

특정 AP의 RSS값이 커지거나 작아지는 경우에는 

기존 유클리드거리 기반 알고리즘의 경우 성능을 보

장하지 못하고 특정 방향으로 치 추정 결과가 쏠

리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반면 제안하는 알고

리즘의 경우에는 표 1에서 확인 볼 수 있듯이 특정 

AP의 RSS값이 변하는 경우에도 일정 수 의 치 

추정 정확도(오차 1m 이하)를 보장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4.  결론

 본 논문에서는 각 AP별 독립 인 network를 갖는 

특수한 구조의 neural network를 제안하고  이를 학

습시키기 한 Difference Map이라는 새로운 입력 

feature를 고안하 다. 그리고 이것을 기반으로 실내 

환경 변화 등의 이유로 특정 AP들의 RSS값이 격

히 변하여도 실내측  성능을 보장할 수 있는 WiFi 

Fingerprinting 알고리즘을 제안하 다. 한 시뮬

이션을 통해 기존 유클리드거리 기반 알고리즘과 비

교하여 RSS가 변하는 상황에서 치추정 정확도

가 큰 폭으로 개선됨을 확인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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