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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실내에서는 GPS 신호를 수신할 수 없으므로 자신의 위치를 알 수 없다. 최근에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와이파이 엑세스

포인트(AP)를 이용한 실내 위치 정보 수집 방법들이 제안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AP를 이용한 이동체의 이동경로를 저장하는 시

공간 데이터 모델 방법을 제안한다.

Ⅰ. 서론

  이동체(Moving Objects)[1]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위치 

정보가 바뀌는 객체로 자신의 위치를 서버로 전송하여 이

동 경로를 저장할 수 있다. 하지만 실내에서는 GPS 

(Global Positioning System) 신호를 수신할 수 없으므로 

위치정보를 수집할 수 없다.

  GPS를 이용하지 않는 방법으로 기지국을 이용하는 방법

이 있으나 오차범위가 넓다는 문제점이 있다. 무선 네트워

크의 보급으로 대학 캠퍼스와 같은 곳에서는 와이파이 AP

가 건물 내에 50~60m 간격으로 설치되어 있다. 이를 이

용한 실내 측위 방법들이 제안되어 있으며 다양한 센서들

을 이용한 위치 오차 보정 방법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

행되고 있다.

  

Ⅱ. 위치 데이터 모델링과 시공간 색인

1. 이동체의 위치 데이터 수집

  이동체의 위치 데이터는 일반적으로 시간 간격에 이동

체에서 GPS로 수집된 위치 데이터를 서버에 전송함으로써 

수집된다. 속도가 바뀌거나 방향이 바뀌는 경우에 전송하

는 방법도 있으나 와이파이 AP를 이용한 실내 측위에서는 

이러한 방법이 적합하지 않다.

  대학, 아파트, 회사 건물 내에서 접속 가능한 무선 AP는 

너무 많고, 어떤 경우에는 다른 건물의 무선 AP 신호도 수

신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신뢰할 수 있는 무선 AP의 

리스트를 이동체가 가진다는 제약조건을 둔다. 또한 이들 

무선 AP의 위치와 기타 정보는 서버에 저장되어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동체의 위치 정보는 Enter 이벤트와 

Leave 이벤트가 발생하는 경우에 서버에 전송되어 저장된

다. Enter 이벤트의 발생은 RF신호가 수신되는 와이파이 

AP의 범위 안으로 들어갈 때 발생할 수 있다. RF신호가 

수신되는 와이파이 AP의 범위를 벗어날 때 발생할 수 있

다. 전송된 위치 데이터는 표 1과 같다.

속성
색인의 
차원

설명

객체 ID OID 이동체의 ID(UserID)

AP ID AP
이동체가 인식한 AP의 ID

(AP's Mac Address)

Time Time
Enter/Leave 이벤트가 발생한 

시각

표 1. 위치 데이터와 색인 차원의 매핑

2. 질의 분석 및 색인 구축

  색인 구축을 위해 먼저 질의를 분석해야 한다. 본 논문

에서는 와이파이 AP의 접근을 RFID 태그 객체의 리더기 

접근과 같은 모델로 접근한다. 관련 연구[2,3]에서는 

RFID 시스템에서 태그 객체의 위치를 추적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질의를 정의하였다. 질의는 특정 시공간 지역에 포

함되는 궤적을 추출하는데 표 2와 같이 네 종류로 분류 된

다.

질의명 인자값 리턴값

FIND Tag, Time Location

WITH Tag, Time Tag Set

LOOK Location, Time Tag Set

HISTORY Tag Location Set

표 2. 태그 객체를 위한 질의 분석 

  표 2에서와 같이 태그 객체의 이동경로를 검색하기 위한 

질의는 태그, 위치, 시간 정보를 이용한다. 이 논문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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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 정보를 객체 ID(Object 축), 위치(AP 축), 시간(Time 

축) 정보를 저장하는 3차원 색인 구조에 저장한다.

Ⅲ. 위치데이터의 시공간 모델링

1. RFID 태그 객체와의 차이점

  RFID 리더기와 와이파이 AP를 이용하는 실내 측위의 

차이점은 인식영역의 범위에서 차이가 있다. 또한 RFID 

리더기는 출입구에 설치하여 물건의 반입과 반출을 체크

하는 목적으로 사용되는 반면 와이파이 AP는 건물 내의 

어떤 곳이던 인터넷이 가능하도록 설치되기 때문에 건물 

내의 위치 측위에 더욱 적합하다.

  전자 태그의 궤적은 고정된 리더기의 위치만을 이용하

기 때문에 비연속적인 선분의 집합으로 표현[4]될 수 있지

만 와이파이 AP의 인식영역은 건물 내에서 겹치기 때문에 

연속적인 선분의 집합으로 표현될 수 있다.

2. 위치데이터의 모델링

  이 논문에서는 기존의 이동체 연구들에서 사용한 이산

적 모델로 태그 객체의 이동경로를 표현한다. 이산적 모델

은 이동체의 이동경로를 유한개의 점 집합으로 표현하는 

것으로 3차원 도메인에서 다중선(Polyline)으로 표현한다. 

이동체의 궤적(Trajectory)을 3차원 선분들의 집합으로 표

현하도록 위치데이터를 모델링한다[5].

▶▶ 그림 1. 이동체의 위치 데이터

3. 이동경로의 모델링

  와이파이 AP인 APi에서 시각 tenter에 태그 객체 Oi의 

Enter 이벤트가 발생하고, 시각 tleave에 Leave 이벤트가 

발생한다면 새로운 선분 (Oi, APi, tenter), (Oi, APi, 

tleave) 가 색인에 삽입되어져야 한다. 이는 그림 1과 같이 

이동체 Oi가 시간 간격 [tenter, tleave] 동안 리더기 Ri에 

머물렀다는 정보를 저장하는 것이다.

4. 시공간 색인 구조

  이동체의 위치정보를 저장하는 시점에 따라 사용되는 

색인이 다르다. 현재 위치를 저장하는 색인과 과거 궤적을 

저장하는 색인이 시간 축을 가지느냐에 따라 구분될 수 있

으며, 이는 색인을 이용하는 응용에 따라 선택되어질 수 

있다.

  현재 위치를 저장하는 색인으로는 GRID를 이용하는 2

차원 색인을 사용할 수 있으며, 과거 궤적은 3D R-tree와 

TB-tree를 사용할 수 있다. 현재 위치와 과거 궤적을 동

시에 저장하는 색인도 있으나 이 논문에서는 실내 측위를 

위한 위치 데이터의 모델링이기 때문에 색인 구조에 관한 

연구는 고려하지 않는다. 

Ⅳ. 결론

  쇼핑몰이나 대학 캠퍼스와 같이 큰 건물에서 이동체의 

위치정보를 활용하는 다양한 응용프로그램들의 요구에 의

해 실내측위에 관한 필요성이 더욱더 부각되고 있다.

  현재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으며 와이파이 AP의 신

호크기를 이용한 방법들과 센서들을 이용한 위치 보정에 

관한 연구들이 주를 이룬다.

  본 논문에서는 와이파이 AP에서 수집되는 정보를 활용

할 수 있도록 이동 경로를 저장할 수 있는 시공간 모델링

을 제안하는 것이 연구의 목적이다.

  향후 연구로서는 수집된 위치정보를 Fingerprint 방식

을 활용하여 오차범위를 줄이는 방법에 관한 연구를 진행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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