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Ⅰ. 서  론

실내 위치 서비스의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시스
템과 기술은 Wi-Fi 핑거프린트 기술을 많이 활용
한다[1]. 또한 보다 향상된 서비스의 제공을 위해 
기계 학습과 딥러닝을 적용한 기술들이 연구 개발
되고 있다. 이때 기계학습을 통해 정확한 학습결과
를 얻기 위해서는 학습에 필요한 충분한 데이터가 
필요하며 학습 데이터에 구성된 환경변수의 적절
성이 검증되어야 한다. 그러나 위치 서비스를 제공
하는 특정 영역에서 모든 평면 좌표에 대한 무선 
신호 데이터의 수집은 매우 어렵고 데이터 수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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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비용을 요구한다. 따라서 부족한 무선 신호를 
기반으로 기계학습에 필요한 수집 가능한 무선 신
호 데이터의 구성 방법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본 논문은 현실 세계에서 실제 존재하지 않으나 
존재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데이터를 생성하는 
기술인 GAN(Generative Adversarial Networks)
을 통해 측위 영역에서 수집 가능한 데이터를 생
성하여 학습에 적절한 데이터로 구성된 학습 데이
터 구성 방법을 제안한다.

Ⅱ. 관련 연구

GAN은 실재 존재하지 않으나 존재 가능할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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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실내 환경에서 정확한 위치 기반 서비스의 제공을 위해 Wi-Fi 핑거프린트와 딥러닝을 이용한 
기술이 연구되고 있다. 이때 학습 데이터의 구성은 매우 중요하며 학습에 필요한 충분한 데이터의 수
집은 필수적이다. 그러나 측위가 필요한 영역 내에서 무선 신호 데이터의 수집을 위한 특정 지점의 수
는 무한하며 이러한 데이터를 모두 수집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부족한 학습 데이터를 보충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부족하게 수집된 위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학습에 필요한 충
분한 수의 위치 데이터의 구성 방법을 제안한다.

ABSTRACT

Recently, technologies using Wi-Fi fingerprints and deep learning are being studied to provide accurate 
location-based services in an indoor environment. At this time, the composition of learning data is very important, and 
it is essential to collect sufficient data necessary for learning. However, the number of specific points for the collection 
of radio signal data within the area requiring positioning is infinite, and it is impossible to collect all of these data. 
Therefore, there is a need for a way to make up for insufficient learning data. This study proposes a method of 
constructing a sufficient number of location data necessary for learning based on insufficiently collected location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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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예상되는 데이터의 생성 모델이다. GAN을 적
용하기 위해서는 확률 변수가 특정한 값을 갖는 
확률은 나타내기 위해 확률 분포가 사용한다 이때  
등장할 수 있는 사건에 대한 값을 나타내는 확률 
변수의 개수를 셀 수 없는 경우에 연속확률 분포
를 이용하여 불특정한 개수를 갖는 확률 분포를 
이용하며 주로 이미지 데이터 생성과 판별을 통해 
존재 가능한 가상 이미지 데이터를 생산하는 기술
이다. GAN은 생성자와 판별자에 해당하는 두 개
의 네트워크를 학습하는 생성 모델로서 생성자는 
학습이 완료되고 난 후 사용하고자 하는 모델이며 
판별자는 생성자가 보다 나은 학습 결과를 도출하
도록 지원하는 모델이다. 이때 목적 함수를 통해 
생성자는 데이터의 분포를 학습할 수 있다. 아래 
수식(1)은 실제 학습을 위한 GAN의 목적 함수를 
나타낸다[2].


min


max∽  log∽  log  (1)

생성자는 노이즈 벡터를 받아 새로운 데이터를 
생성하며 판별자는 데이터를 받아 해당 데이터가 
실재 존재할 수 있는지에 대한 확률 값을 반환한
다. 이는 어떠한 이미지 데이터가 있을 때 해당 이
미지가 학습 데이터의 분포로부터 채집된 것인가
에 대한 확률 값을 부여한다. 이 때 실제 데이터에
는 1을 가짜 데이터에는 0을 부여하여 이 값을 
0~1의 값을 부여한다.

분산된 원본 데이터 중 하나의 데이터를 샘플링
해서 판별자에 대입하여 연산하고 생성자는 노이
즈 벡터로부터 입력을 받아 새로운 데이터를 생성
한다. 즉 노이즈 데이터를 샘플링한 후 생성자에 
대입하여 새롭게 생성된 가상의 데이터를 만들며 
이 가상 데이터를 판별함수에 대입하여 결과를 얻
는다. 이 과정에서 생성자는 가상 데이터가 실제 
데이터로 보일 수 있도록 1에 가까운 결과를 만들
도록 동작한다.

GAN 모델 수렴 과정의 목표는 생성자의 분포가 
원본 학습 데이터의 분포를 잘 따르도록(수렴하도
록) 만드는 것이다. 그리고 학습이 완료된 이후에
는 가상의 생성된 데이터를 더 이상 구별할 수 없
는 것이 목표이다[3].

Ⅲ. 제안 기법

본 연구에서 GAN 모델을 위한 이미지 데이터는 
위치 영역 내에서 수집된 무선 신호 데이터를 기
반으로 위치 영역 레이블과 주변 무선 신호 세기 
별 MAC 주소 그리고 3차원 공간 구성을 위한 층 
정보와 영역 내의 수집 지점들을 GAN 모델의 확
률 변수 값으로 적용하기 위해 포인트 클라우드 
모델을 이용하여 평면 좌표 이미지를 구성하고 이
렇게 구성된 평면 좌표를 다차원으로 구성한다[4].

위치 신호 데이터는 다차원 특징 공간의 한 점
으로 표현 가능하며 마치 실외의 GPS 위치 신호와 
같이 하나의 값을 갖는 1차원 공간상의 확률분포
로 표현 가능하다. 실제 실내 위치 데이터의 경우 
평면상의 동일 위치라 하더라도 건물의 층과 같은 
추가 변수가 구성되고 신호의 특성을 갖기 때문에 
고차원 상의 한 점으로 표현될 수 있다. 따라서 고
차원 공간상의 분포를 학습하는 방식으로 실내 위
치 정보 또한 그 분포를 학습하기 위한 학습 데이
터의 구성이 가능하다. 이후 원본 위치 정보가 담
긴 이미지 데이터를 GAN 모델에 적용하여 풍부한 
데이터를 갖기 위한 존재 가능한 목적 이미지를 
생성한다. 이 과정에서 수집 가능한 실제 신호 데
이터의 구성이 가능하게 된다. 이처럼 제안 기법은 
실제 존재 가능한 신호 데이터를 구성하여 부족한 
학습 데이터의 보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한다.

Ⅳ. 결  론

실내 무선 신호를 이용한 전파 지문의 경우 특
정 영역의 모든 지점에 대한 신호 데이터의 수집
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GAN 모델
을 적용한 위치 정보 생성을 통한 학습 데이터 구
성 기법을 제안하였다. 제안 기법을 통해 추가 위
치 데이터를 구성하면 위치 판별을 위한 기계학습
을 통해 정확한 위치를 판별 할 수 있게 될 것이
다. 결과적으로 제안 기법을 통해 실내 위치 서비
스를 위한 위치 정확성이 향상될 것으로 예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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